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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천 교수께서 당신의 삶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장자(莊子)의 무용지용(無用之用)일 것이라 하셨습니다.
한의과 대학생으로의 재학시절과 개원 한의사로서의 시절에 기존의 왜곡된 제도를 고치려고 학교와 그리고
한의계 내·외적 상황에 맞서 싸우던 투사적 삶에도 그 쓰임대로 다 하지 못하였고, 개원의로서 모든 환자를
병고에서 구하겠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소임도 쓰임대로 다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학교로 가 후학을 가르치려는
일에 쓰임이 되었나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여정을 관통하는 뚜렷한 뜻(意)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가지는 한의학은 마땅히 한의학
적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치료 방법은 바뀌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는 중요한 치료
방법은 한약인 본초와 방제일 수 밖에 없다는 신념이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초의 약성이론과 배오이론에
근거하여 방제가 구성되어 치료효과를 이룬다는 것을 후학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임상에 있어서도 한의
학에 대한 신뢰 및 애정이 차고 넘쳐 신앙으로까지 이르렀다고 여겨집니다. 최근 일부 한의사들이 자신의 질환
치료에 한의학적 치료보다는 양의학적 치료를 우선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대체적·보완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시고는 本과 末이 뒤바뀐 현상이라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한의학은 마땅히 국가의 의료정책에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의학이 국가
의료정책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국가 의료체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과거의 한의대의 교
육이, 시간강사들 여러 명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의 일관성과 연속성 없는 페단을 개선하기 위해 한의대
교육 정상화의 힘든 싸움을 서슴치 않으셨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원장 재직시 기초 한의
학과목에 전공 교수가 2인씩은 되어야겠다는 원칙을 지키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한의대에서
전공 교수가 부족하여 외래 겸임교수가 수업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 변화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에 마음 아파
하셨습니다. 또한 한의학의 국가 의료체계로의 정착은 침술행위의 의료보험 인정 및 그 연장선으로 한약의
보험 급여 인정에 있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먼 길을 갈 때 물은 지고 가지 않으려 하지만, 갈증이 나면 물을 많이 마시려 한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싸움에 임하여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뒤로 물러 서있는 방관자의 삶을 못 보시고 항상 그 선두에서
현장을 지키셨으며, 이러한 삶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으십니다.
한의학의 연구에 대해서 특히 본초 중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는 약물의 현대적 활용에 있어서 차이를 규명
하고자 하셨으며, 이런 생각은 계지, 육계와 계심의 감별과 활용, 황기의 연근 별 효능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약재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약용동물학과 약용광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셨으며 특히
세계적인 저명 지질학자인 중국 장춘과학기술대학의 엄수학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함께한 공동연구를 통해
약용광물에 대한 본초학적 저술인 동의약용광물학 등의 전문 서적을 저술하기도 하셨습니다.
처방의 추출기법 등에 관한 교육 및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일찍이 인지하시어 본초방제학 교육과정에
초음파병합추출기와 감압건조기 사용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4학년 임상술기 평가에까지 이용되고 있는데, 기초
교과목으로 이론과 단순 실습 교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상술기에까지 직접 적용되는 것은 한의과 대학
최초의 사례입니다.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2007년 여름방학 기간에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의전 교육
과정 설명회에도 참석하셔서 본초학과 방제학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셨던 만큼 새로운 한의학 교육
체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이때부터 부산대학교 한의전에서의 임직은 운명이었나 봅니다. 그 후 부산대학교
한의전의 본초방제학 교과목의 개설과 함께 2009년 근무지를 한의전으로 옮기셨습니다. 본초·방제학을 함께
맡고 있는 다른 교수들과의 연배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강의 방식에 적응
하시면서 본초학과 방제학 강의가 약물의학으로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교육과 평가가 진행되도록 노력하셨습
니다.
본초학과 방제학의 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기도 하셨는데,
2010년 11월부터 한의전의 3대 원장으로 취임하여 한의전 초기 교육 및 학사 운영 과정들을 정비하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교수님의 삶의 여정은, 쓸모가 없어 다른 직을 택하신 것이 아니고 쓰임이 됨과(材) 쓰임이 되지
않음(不材)의 중간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대학에서의 할 일을 다 하셨으니 한 쪽에 오로지 하지 마시고,
때의 마땅함과 함께 변화하시고, 조화로써 헤아리시어 神農과 黃帝의 법칙을 본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정년을 맞아 교육현장을 떠나시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의학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후배 교수들을 능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며, 교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삶이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의 디딤돌을 놓으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도 이러한 본보기를 통해 후배 교수 및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특히 본초·방제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후학을 위한 다음 디딤돌을 놓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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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Hemoglobin Activity of Angelica gigas, Angelica sinensis and

Angelica acutiloba roots
Jang-Cheon Lee1#, Suin Cho1, Hyungwoo Kim1, Jung-Hoon Kim1
Dae Dong Sung2, Boo-Kyun Lee1✻
1 : Division of Pharmacolog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 Department of Advanced Chemistry, Korea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Angelicae gigas, A. sinensis and A. acutiloba are three types of plants used as Angelicae Radix
(Dang-Gui). Many doctors of Korean medicine want to know the difference in clinical use of these three specie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hemoglobin-related activity of the extracts of Angelicae gigas, A. sinensis and A.

acutiloba roots by measuring the intensity of binding oxygen to hemoglobin using Raman spectroscopy.
Methods : Hemoglobin activity was measured by chemical analysis and Raman spectroscopy to compare the
pharmaceutical efficacy of three Angelica root extracts. The oxygenated hemoglobin intensity, blood decursinol and
acetylcholinestrase(AChE) concentration in mice were measured.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ree Angelica root
extracts on oxygenated hemoglobin intensity, decursinol and AChE concentration in red blood cells (RBC) from human
were also investigated.
Results : The contents of decursin, decursinol and decursinol angelate, which affected physiological activity and RBC
properties, were higher in the extract of A. gigas root than in those of A. sinensis and A. acutiloba roots. Moreover,
oxygenated hemoglobin intensity in the A. gigas extract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two species in the blood of
mice and human RBCs. Also, the blood decursinol and AChE concentrations of A. gigas root extract were higher than
that of A. sinensis and A. acutiloba root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gigas is more effective in treating disease related oxygen deficiency in
RBC deformation under oxidative stress.1)
Key words : Angelica gigas, Angelica sinensis, Angelica acutiloba, oxygenated hemoglobin, Raman spectroscopy

Ⅰ. 서

론

當歸는 《神農本草經》에 처음 기재된 이후 시대를 거치면서
본초서마다 그 효능에 관한 내용이 점차 추가되어 기록되고

있는 한의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약재 중 하나이다. 현재
산형과(繖形科, Umbelliferae)에 속한 참당귀 Angelica gigas
Nakai와 중국당귀 A. sinensis (Oliv.) Diels의 뿌리는 當歸로
사용되고1.2), 일당귀 A, acutiloba (Siebold & Zucc.) Kita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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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日當歸로 사용된다 . 當歸는 補血和血, 調經止痛, 潤
燥滑腸의 효능으로 月經不調, 經閉腹痛, 癥瘕結聚, 崩漏, 血

에서 재배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중국당귀는 쓰촨성(四川省)
에서 재배된 것을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구입된 시료는 이장천

虛頭痛, 眩暈, 痿痺, 腸燥便難, 癰疽瘡瘍, 跌打損傷 등을 치료

교수가 동정하여 기원을 확인하였다. 시료는 vortex mixer

4)

한다 .
《東醫寶鑑》 중 당귀가 배합된 처방(四物湯 또는 四物가미

(Gilson, Middleton, WI, USA)를 이용하여 분말로 만든 다음
추출에 사용하였다. 500 g의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분말을

처방들 포함)은 69개의 병증門에 걸쳐 1,000개가 넘게 사용

증류수 25%와 정제한 에틸알코올(C2H5OH) 75% 혼합용매에서

되었으며, 빈도순으로 보면 婦人門, 胞門, 風門, 癰疽門 虛勞
門과 眼門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주로 부인과

16시간 속슬렛(Soxhlet) 추출기를 이용하여 환류 추출한 후
진공회전증발기를 이용하여 농축하였다. 최종적으로 얻는 건조

관련된 질환의 치료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말은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각각 7.13 g, 9.06 g, 6.84

당귀 배합처방을 혈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이하 治血 용어라 한다)로는 養血安神湯, 當歸補血湯,

g으로 수율은 각각 1.43, 1.81, 1.37%였다. 3종 당귀의 추출
물은 3차 증류수에 녹여 3% 농도로 사용하였다.

瀉血湯 등 처방 이름에 포함된 것들을 포함하여 養血, 補血
生血 滋血 益血, 活血, 和血, 調血, 通血, 勻血, 行血, 血運 導血,
凉血, 淸血, 瀉血, 止血, 破血, 下瘀血 등이 있다5).

2. 실험동물

3종 당귀의 대표적인 유효성분을 살펴보면, 참당귀는

생후 6개월, 체중 25~30 g인 수컷 BALB/C 생쥐 20 마리를

decursin과 그의 이성질체인 decursinol angelate, 중국당귀
와 일당귀의 경우 z-ligustilide, n-butylidenephthalide 및

두열바이오텍 (서울,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생쥐들은 25 ± 10℃, 습도 55 ± 1%, 환기횟수 2~3회/시

ferulic acid로 알려져 있다6). 참당귀의 약리작용은 뿌리의

간과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사육되었다.

decursin과 decursinol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decursin과 decursinol은 혈관 내피의 성장인자로서 혈관 형성

시료의 채취는 24시간 동안의 절식 이후에 이루어졌다. 모든
생쥐는 국제실험동물사육법(The Guide for Care and Use of

제어 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7). 또한, 혈액 내에서

Laboratory Animals )과 미국 보건성(National Institute

산소분자들(oxygen species)의 헤모글로빈 결합능력에 관여
하는 중요한 화합물로 알려져 있다8).

of Health, NIH)의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되었고, 동물실험의
프로토콜은 고려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에 저자들은 임상에서 당귀를 사용함에 있어 질환의 특
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야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3종 당귀의 활성 비교 연구를 기획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이전 연구자들에게 의해서도 수행된 바 있다
6,9)

진행하였다(승인번호 : KUIACUI-2020-17).

3. 인체 혈액시료

. 김 등은 당귀 및 구성 성분에 대한 약리학적 작용에 대한
고찰에서 중국당귀와 일당귀의 주요 유효성분은 유사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적혈구(Red Blood Cell, RBC)는 Cedarlance
사(Ontario, Canad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들의

참당귀는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종 당귀의 효과는

평균 혈액지수(hematological parameters)는 RBC가 4.6

6)

대체로 공통적이나 작용 기전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 송
등은 hydrocortisone acetate로 유발된 어혈 병태 모델에서

± 0.07 × 1012/L, 헤모글로빈(Hb)은 136.1 ± 4.34 g/L
였다. 모든 측정은 세계의사협회(WMA)의 헬싱키 선언 규칙을

참당귀가 다른 2종의 당귀에 비해 약간 더 우수한 효과를 보

준수하였다.

9)

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
본 연구에서는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뿌리 추출물이 헤
모글로빈의 산소분자 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4. 화학분석법

위하여 각 당귀 추출물의 decursin 계열 성분을 분석하였고
라만 스펙트럼(Raman spectroscopy) 상에서 나타나는

각 당귀 시료에 함유된 성분을 분리할 때 사용한 HPLC는
ThermoFisher제 UltiMateTM 3000 RSLCnano System에

oxygenated hemoglobin(O-Hb)의 상대적 농도의 크기로부

서 수행하였다. 시료 성분의 분자 확인에 사용한 1H-NMR과

터 헤모글로빈의 산소분자 활성화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decursinol과 acetylcholinestrase(AChE)의 농도에 미치는

13C-NMR 스펙트럼은 Bruker Fourier 300HD를 사용하여
얻었고, 분자량은 Shimadzu, LCMS-9030과 ThermoFisher

영향을 관찰하였다.

제 Q ExactiveTM HF Hybrid Quadrupole-OrbitrapTM
Mass Spectrometer를 사용하였다. 시료 성분 분자 확인에
사용한 FT-IR과 UV/vis 분광광도계는 PerkinElmer제
Spectrum TwoTM L160000T와 Shimadzu제 UV-2700

Ⅱ. 재료 및 방법

UV/vis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였다. Raman 스펙트
럼은 BioPAT®Spectro Raman Spectroscopy에서 얻었다.

1. 시료의 준비
본 실험에 사용된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뿌리는 건조된
상태로 ㈜광명당(울산, 한국)에서 구입하여 세척한 후 진공
건조하였다. 참당귀와 일당귀는 각각 경북 봉화와 충남 서산

5. 생쥐의 혈액시료 채취
증류수에 녹인 3종 당귀 추출액 3% 시료를 10 ㎕/g의 양
으로 생쥐의 정맥에 주사하고 30분 후 미정맥에서 혈액을 채

3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의 헤모글로빈 활성도 비교

취하였다. 이후 15초 이내에 라만분광기를 이용하여 스펙트
럼을 얻었다.

-1

과 1,718 ㎝ 의 크기 변화로부터 decursinol의 농도를 측정
하였다. AChE의 농도는 532 ㎚ 광원을 이용하였을 때 나타
나는 광 여기 (photo-excitation) 현상을 관찰하여 구하였으며,
-1

1,620과 1,718 ㎝
하여 환산하였다.

6. 인체 유래 RBC의 처리

위치의 라만스펙트럼 피크의 크기를 측정

RBC에 대한 처치는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Oktyabrsky등의
10,11)

방법
에 따라 수행하였다. 간략히 정리하면, 3종 당귀의
시료는 dimethylsulfoxide(DMSO)에 녹여 0.3 mM 농도로

10. 통계 처리

하였다. 시료의 평균 몰농도는 Natural Compound Molecular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SPSS (Chicago, IL, USA) 프

Fingerprint program (NC-MFP)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
것을 RBC에 분산시켜 최종 농도가 3 ㎛이 되게 하고 37℃에서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되었으며 One way ANOVA로 유의
성을 검정하였다.

30분간 배양하였다. 배양은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하였다. 첫
번 째 그룹은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시료를 가하여 배양
시켰다. 두 번 째 그룹은 3종 당귀 각 시료를 추가한 후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유발하였다. 여기에 10 mM의
KH2PO4와 3.5 mM의 KCl, 1.5 mM의 MgCl2, 145 mM의
NaCl과 NaHCO3 6 mM를 가하여 10배 희석한 다음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20 ㎛ 농도의 H2O2를 배양액에 가하였다.

Ⅲ. 결

과

1. 참당귀, 중국당귀 및 일당귀의 decursin 계열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
참당귀의 decursin의 함량이 2449.3 ㎍ × 10-3/g로 중국

7. 헤모글로빈의 라만분광법 측정

당귀와 일당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Decursinol의 함량은
1876.5 ㎍ ×1 0-3/g, decursinol angelate는 1230.2 ㎍ ×

Hemoporphyrin의 테트라피롤 고리(tetrapyrrolic ring)

10-3/g의 함량을 보였다. 중국당귀에서 decursin의 함량은

구조 변화를 보기 위하여 라만분광법을 V. V. Revin et.al.

38.2 ㎍ × 10 /g, decursinol의 함량은 46.9 ㎍ × 10 /g로
참당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일당귀에서 decursin의 함량은

12)

방법 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이 때 사용한 레이저는 DL7
140 Sanyo 다이오드레이저로 100× lens, 100 mW의 최대
광출력에서 532 ㎚파장의 라만 스펙트럼을 여기시켰다
(excitation). 각 시료에 15 mW 광원을 조사하였으며, 100 ×
1.3 NA 유침(oil immersion)장치에 연결된 Nikon TE-U
위상차현미경에 다이오드 레이저로부터 나오는 레이저빔을
쪼여주었다. 스펙트럼은 Peltier 냉각장치로 –1,200C까지 냉각
하면서 1024 × 256 픽셀의 CCD 검출기로 1,800 lines/㎜
-1

grating에서 측정하였다. 스펙트럼은 4 ㎝

스펙트럼 해상

도로 측정하였고, OriginPro 2015 software를 이용하여 기
준선을 보정하였다. 시료의 라만분광 측정치는 각각 세 번씩

-3

-3

29.7 ㎍ × 10-3/g, decursinol angelate의 함량은 37.5 ㎍
-3

× 10 /g로 역시 참당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Table 1).
Table 1. Chemical Components of decursin, decursinol, and
decursinol angelate in the extracts of Angelica gigas, A. sinensis
and A. acutiloba roots (㎍ × 10-3/g: ppt)
Chemical component

A. gigas

Decursin

2449.3

A. sinensis A. acutiloba
38.2

29.7

Decursinol

1876.5

46.9

-

Decursinol angelate

1230.2

-

37.5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제시하였다.

2. 참당귀, 중국당귀 및 일당귀의 헤모글로빈 활
8. Oxygenated Hemoglobin(O-Hb)의 상대적
크기 관찰
생쥐와 인간 유래 RBC에 상기한 바와 같이 3종 당귀 시료를
30분간 처리한 후, 라만분광기의 1,124 ㎝-1 파장에서 스펙
트럼을 얻고 각 당귀 시료별로 산소화 헤모글로빈 (O-Hb)의
상대적 크기를 구하였다. 또한, 과산화수소 (H2O2)로 산화적

성도 라만스펙트럼
헤모글로빈이 각 당귀 뿌리 추출물 존재 하에서 활성 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와 반응하여 산소화 헤모글
로빈(O-Hb)을 형성하는 과정을 라만분광기로 측정하였다.
당귀 추출물 시료를 가한 헤모글로빈 분자를 532 ㎚ 레이저

스트레스를 가하여 각 당귀 뿌리 추출물과 함께 배양시킨 후

빔으로 여기(excitation)시켰을 때 산소와 결합한 포르피린
(porphyrin) 분자구조인 oxygenated hemoglobin(O-Hb)의

O-Hb의 상대적 크기를 구하였다.

진동은 1642, 1607, 1590, 1378, 1248, 1124, 756 ㎝-1 파

9. Decursinol 농도 측정 및 AChE 농도 환산
생쥐와 인간 유래 RBC에 상기한 바와 같이 3종 당귀 시료를
30분간 처리한 후, decursinol의 라만스펙트럼 피크인 1,620

장의 라만스펙트럼에서 관측되었다. 헤모글로빈만 측정했을
때는 1638, 1605, 1585와 1360 ㎝-1 에서 피크가 관측되었다.
헤모글로빈의 테트라피롤(Tetrapyrrole) 포르피린의 라만스
펙트럼을 Fig. 1에 표시하였다 (Fig.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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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aman spectra of hemoglobin and oxygenated hemoglobin
in human blood before and after treatment of the extract of Angelica
gigas roots. O-Hb, oxygenated hemoglobin; Hb, hemoglobin;
a.u., arbitrary unit.

Fig. 2. Raman spectra of decursinol

3종 당귀가 혈중 decursinol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참당귀가 다른 두 종의 당귀에 비해 더 높은 혈중

3. 3종 당귀가 헤모글로빈의 산소 결합력에 대한

decursinol 함량을 보였다. 이는 산화적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생쥐의 혈액과 인간의 RBC를 이용한 연구
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3).

상대적 강도에 미치는 영향
-1

본 연구에서는 1124 ㎝ 피크의 상대적 크기로 참당귀, 중
국당귀 및 일당귀 뿌리 추출물의 각 시료에 반응하는 O-Hb

Table 3. Blood decursinol concentration with or without oxidative
stress (mmol/㎗)

활성을 측정하였다. 3종 당귀가 산소와 Hb 결합의 상대적 강

A. gigas A. sinensis A. acutiloba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참당귀가 다른 두 종의 당
귀에 비해 Hb와 산소의 결합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경우에도
참당귀가 다른 두 종의 당귀에 비해 우수한 산소 결합력을 유
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생쥐의 혈액과 인간의 RBC에서 유
사하게 나타났다 (Table 2).

without H2O2

18.7

9.36

6.28

with H2O2

4.92

2.05

0.348

without H2O2

19.3

15.3

4.29

with H2O2

6.20

2.04

0.092

Mouse

Human
Blood decursinol concentration is shown as the average value
of the peaks.

Table 2. Oxygenated hemoglobin intensity with or without oxidative
stress

A. gigas A. sinensis A. acutiloba
without H2O2

0.284

0.191

0.197

with H2O2

0.0182

0.0093

N.D.

without H2O2

0.381

0.182

0.023

with H2O2

0.0196

0.0127

N.D.

Mouse

Human
Oxygenated hemoglobin intensity is shown as the average value
of the relative size of the peak. N.D., not detected.

5. 혈액 내 AChE 농도에 미치는 영향
3종 당귀가 혈중 AChE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참당귀가 다른 두 종의 당귀에 비해 더 높은 혈중 AChE 함량을
보였다. 이는 산화적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생쥐의 혈액과 인간의 RBC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4).
Table 4. Blood AChE concentration with or without oxidative stress
(mmol/㎗)

A. gigas A. sinensis A. acutiloba

4. 3종 당귀가 혈중 decursinol 함량에 미치는
영향
혈중 당귀 추출물 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당귀에 포함된
decursin이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생리활성 화합
물인 decursinol을 라만분광법으로 측정하였다. 당귀 추출물 중
-1

decursinol의 라만스펙트럼 피크는 1,620과 1,718 ㎝ 에서
크게 나타났다 (Fig. 2).

without H2O2

5.78

2.06

1.82

with H2O2

1.04

0.023

N.D.

without H2O2

9.26

4.35

2.62

with H2O2

3.19

2.06

0.073

Mouse

Human
Blood AChE concentration is shown as the average value of the
peaks. AChE, acetylcholinestrase;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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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의 헤모글로빈 활성도 비교

Ⅳ. 고

Decursin은 AchE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혈액의 산소 공급
능력을 증대시켜 주는 화합물이다19). AChE는 헤모글로빈의

찰

《中華本草》에는 참당귀와 중국당귀, 일당귀를 각각 朝鮮當

Fe2+이온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세틸콜린을 분해하여 콜린

歸, 當歸, 東當歸라는 명칭으로 수재하고 있다. 저서의 내용에
따르면 참당귀는 祛風通絡, 活血止痛의 효능으로 風濕痺痛,

(Choline)이 되게 하며, RBC 노화 시 RBC 박막 재형성에 관
여한다. 최근 연구에서 건강한 사람의 혈액 내의 AChE 효소

跌打腫痛 등의 증상을 치료하고, 중국당귀는 補血, 活血, 調經

작용이 활성화 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8). 당귀 중에 포함

止痛, 潤燥滑腸의 효능으로 血虛諸證, 月經不調, 經閉, 痛經,
癥瘕結聚, 崩漏, 虛寒腹痛, 痿痺, 肌膚麻木, 腸燥便難, 赤痢

된 decursin은 인체 내 간 미소체 대사과정을 통하여 O-Hb를
활성화시켜주는 decursinol로 변한다. Decursinol과 decursinol

後重, 癰疽瘡瘍, 跌打損傷 등의 증상을 치료하며, 일당귀는

angelate는 O-Hb를 활성화시키는데 관여한다. 본 연구에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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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귀와 효능과 적응증이 비슷하다 . 이렇듯 3종 당귀의
효능을 祛風通絡과 補血의 개념으로 대별하고 참당귀는 祛風

참당귀의 decursin 함량은 2449.3 ㎍ × 10 /g로 중국당귀
와 일당귀보다 높았다. Decursinol의 함량은 1876.5 ㎍ ×

通絡의 효능 위주로, 중국당귀와 일당귀는 補血 위주의 효능을

10-3/g이며, decursinol angelate는 1230.2 ㎍ × 10-3/g로

위주로 기술하고 있다.
《東醫寶鑑》의 다양한 治血 용어도 補血, 調血, 活血, 破血

이 역시 중국당귀와 일당귀에 비해 높다 (Table 1). 이는
decursin 및 이와 관련한 화합물의 함량이 높은 참당귀가 헤

(袪瘀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혈과

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 강화에 중국당귀나 일당귀보다 더

관련된 동물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血虛 모델과 瘀血 모
델이다. 血虛 동물 모델로 대표적인 것으로 失血 모델과 혈액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쥐를 이용한 in vivo연구와 사람 유래의

세포계 항암제를 이용한 모델이 있다. 전 등은 실혈 동물 모

RBC를 이용한 in vitro 연구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델에서의 활성 산소 및 항산화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피부 특성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에 대한

생쥐에는 3종 당귀 추출물 3% 시료를 10 ㎕/g 농도로 주사하
였다. 이는 추출물을 기준으로 대략 0.3 g/㎏ 분량에 해당한다.

영향을 제시한 바 있다14,15). 김 등은 참당귀가 포함된 當歸補

천연물 추출물과 같이 복합성분을 희석하여 낮은 농도로

血湯이 실혈로 유발된 흰쥐의 RBC count와 Hematocrit의
수치를 유의한 수준으로 개선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다16).

처리 할 때는 평균 몰 농도를 사용할 수 있다. 평균 몰 농도는
평균 몰 질량(Average Molar Mass)과 용매의 양으로 계산

최근에는 瘀血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어 순환 장애에

할 수 있는데 평균 몰 질량은 Molecular ACCess System key

의하여 유발되는 貧血, 鬱血, 血栓, 水腫 등과 염증으로 인한
조직의 삼출, 변성, 괴사, 위축 혹 증식, 대사 장애로 일어나는

fingerprint (MACCS)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NC-MFP 등의
프로그램에 분석된 성분의 종류와 함량을 입력함으로써 계산이

조직의 반응 등을 어혈의 병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17).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RBC를 이용한 시험관내 연구에 최종

현재 endotoxin을 이용한 어혈 병태 모델이 가장 많이 이용
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hydrocorisone acetate나 dextran을

농도 3 ㎛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대략적으로 0.5 ㎍/㎖에 해
당한다. 저자들은 다양한 농도를 이용한 예비 연구를 통하여

이용한 고점도 혈증 모형, 타박을 이용한 외상 모형 등이 활용

0.5 ㎍/㎖ 농도가 최적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농도임을 확

17)

되고 있다 . 송 등은 和血活血의 기능을 비교하기 위해
hydrocorisone acetate을 이용한 고점도 혈증 어혈 병태 모

인하였다 (data not shown). 또한, H2O2의 적정 처리 시간을
정하기 위하여 투여 시간을 달리하며 예비 시험을 시행한 결과

델에서 3종 당귀의 효능을 비교 분석하여 3종 당귀 중에서 참

30분 투여군에서 최적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data not

9)

당귀가 약간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RBC는 혈액의 혈구 세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shown).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b의 피크는 헤모글로빈이 산

고도의 산소 보유 능력을 가진 헤모글로빈(Hb)을 포함하고

소종과 결합하면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난다. Hb의 피크,

있다. 헤모글로빈은 폐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 산소-헤모글
로빈의 형태로 결합한 후 신체 각 부위의 조직으로 이동한 후

1585 ㎝ 는 O-Hb에서 1590 ㎝ 로 5 ㎝ 정도 이동하고
있으며 피크 1605 ㎝-1는 O-Hb에서 1607 ㎝-1로 2 ㎝-1 정도

이러한 조직들에 산소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8).

이동하였다. 또한 피크 1638 ㎝-1는 O-Hb에서 1642 ㎝-1로

헤모글로빈의 산소화 상태는 또한, 헤모글로빈과 막 단백질간의
상호작용, 효소활동과 세포내 이온 농도를 포함한 중요한

4 ㎝ 정도 이동하였고, 피크 1360 ㎝ 는 O-Hb에서 1378
㎝-1로 18 ㎝-1 정도 이동하였다. William 등의 연구22,23)에

RBC의 특성에 영향을 끼친다19). RBC의 형태에 따라 산소-

의하면 헤모글로빈에 산소종이 결합하면 라만스펙트럼 상에서

헤모글로빈의 친화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RBC의 형태가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RBC의

헤모글로빈에 결합한 산소종의 진동에 의하여 스펙트럼 피크는
파장이 큰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Fig.1의 O-Hb의 라

기능을 관찰하는데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분석법이 효율적으로

만스펙트럼은 헤모글로빈 분자에 산소가 결합하여 산소종과

20)

-1

-1

-1

-1

-1

활용될 수 있다 .
최근 Bin 등이 중약 또는 중성약이 심혈관질환 개선, 뇌신경

헤모글로빈 분자의 진동이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잘 설명
해 준다. Thomas 등24)의 연구 결과에서도 글루코스가 헤모

보호, 항염증 작용 등을 나타내는 기전 중에 헤모글로빈과 산

글로빈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라만 스펙트럼 피크가 같은 경향

소의 결합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heme oxygenase 1(HO-1)
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21). 이는

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O-Hb의 진동은 1642, 1607, 1590,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능이 다양한 질환의 개선에 활용될

1378, 1248, 1124와 756 ㎝-1 파장의 스펙트럼 띠에서 났는데,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Hidetosh 등의 결과

25,26)

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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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쥐 혈액의 라만스펙트럼에서 O-Hb의 피크 상대적 크기는
참당귀 추출물은 0.284로 중국당귀나 일당귀 추출물 보다 약

출물에 비해 약 3.5 ± 0.05 배가량 많다 (Table 4). 이는 참
당귀 뿌리 추출물이 중국당귀, 일당귀 뿌리 추출물에 비해 헤

1.44 ~ 1.49 ± 0.04 배 가량 많았고, 인간의 RBC를 이용한

모글로빈의 산소 결합능력을 돕는 AChE 대사가 더 활발하게

연구의 라만스펙트럼에서는 0.381로 나타나 중국당귀나 일당
귀에 비해 약 2.1 ~ 16.6 ± 0.06 배 가량 많다 (Table 2).

진행됨을 뜻한다.

이는 참당귀 뿌리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 중국당귀와 일당귀
보다 헤모글로빈의 산소 결합능력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3종 당귀의 decursin 계열 성분 분석을 통하여 예측한 결과

Ⅴ. 결

(Table 1)와 일치한다. RBC는 superoxide dismutase(SOD)

론

등의 효소를 가지고 있어 강력한 산화적 스트레스 제거 활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당귀를 포함한 많은 한약재들이 항산화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 뿌리 추출물이 헤모글로빈의 산
소분자 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당

효과를 가지는 성분을 함유하거나 직접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귀의 decursin 계열 성분을 분석하였고 생쥐에 3종 당귀 추

하는 것으로 있다. 따라서, 산화적 스트레스 환경에서 헤모글
로빈의 산소결합력 차이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출물을 투여하거나 인간의 RBC에 직접 처리한 후 라만 스펙
트럼 상에서 나타나는 oxygenated hemoglobin의 활성화 정

결과를 살펴보면, H2O2가 존재하는 환경 내에서 모든 실험군의

도와 혈중 decursinol 및 acetylcholinestrase(AChE)의 농도

산소 결합 능력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귀
자체 혹은 당귀의 항산화 효과를 가진 성분이 20 ㎛의 H2O2

를 알아보았다.

에서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가 헤모글로빈의 산소 결합 능

1. 성분 분석 결과에서 decursin과 decursinol 및 decursinol

력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angelate함량은 참당귀에서 각각 2449.3 ㎍ × 10 /g,
1876.5 ㎍ × 10-3/g, 1230.2 ㎍ × 10-3/g로 중국당

천연물과 한약의 많은 활성 성분들이 생체 내에서 대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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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와 일당귀보다 높았다.

구조가 바뀐다. 또한, 일부 성분들은 대사되어 사라지게 된다.
그런 이유로 표적 장기에 도달하는 대사체의 종류와 양은 효

2. 생쥐와 인간의 RBC 모두에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결합

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ecursin의

력은 참당귀에서 다른 두 종의 당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대사체인 decursinol의 혈중 함량을 관찰하였다. 당귀 추출물
중 decursinol의 라만스펙트럼 피크는 1,620과 1,718 ㎝-1

나타났다.

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 두개의 피크는 decursinol 분자에 있는

3. 생쥐와 인간의 RBC 모두에서 decursin의 유도체인

카르보닐기 (-C=O)의 진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Fig. 2).
3종 당귀 추출물을 투여한 후 decursinol 혈중 함량을 비

decursinol의 함량은 참당귀에서 다른 두 종의 당귀보다
높았다.

교한 결과 생쥐 혈액 내 decursinol의 농도는 참당귀, 추출물
에서 18.7 mmol/㎗로 다른 당귀에 비해 2.0 ~ 3.0 ± 0.03 배
가량 큰 농도를 보였으며, 인간의 RBC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19.3 mmol/㎗로 중국당귀에 비해 1.26 ± 0.07 배 많고 일

4. 생쥐와 인간의 RBC 모두에서 acetylcholinestrase
(AChE) 함량은 참당귀에서 다른 두 종의 당귀보다 높
았다.

당귀에 비해 4.5배 가량 많았다 (Table 3). 이는 참당귀에 함
유된 decursin과 decursinol이 생체 내에서 대사되어 사라지지

이상의 결과로부터 참당귀는 중국당귀나 일당귀에 비해 적

않고, 일정 기간 혈중에 존재함으로써 표적 장기에 도달할 수

혈구의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환,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적혈구

있음을 시사한다.
산화적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모든 군에서 decursinol 농도가

변형에 따른 질환 등을 치료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떨어졌다. 생쥐의 혈액에서 참당귀의 decursinol함량은 4.92
mmol/㎗로 약 26.3%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중국당귀는 21.9%,
일당귀는 5.5%로 나타났다. 인간의 RBC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참당귀, 중국당귀, 일당귀가 각각 32.1%, 13.3%, 2.1% 수준을
보여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Table 3). 이는 사람의 RBC를
이용한 결과에서 참당귀를 투여한 경우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감소되는 대사활성을 억제한 것처럼 보이며, 생쥐 혈액의 결
과와 상이하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의 항산화 효소 체계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후속 연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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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당귀에 비해 2.8 ~ 3.2 ± 0.06 배 가량 큰 농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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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자극으로 활성화된 C6 성상교세포에 대한
맥문동추출물의 조절 효능 연구
박기호1#, 강석용1,2, 정효원1,2, 박용기1,2*
1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2 : 동국대학교 한방신약개발센터

A Study on the Effect of Liriopis tuber water extract
on Hydrogen Peroxide-stimulated C6 Astrocyte Cells
Ki Ho Park1#, Seok Yong Kang1,2, Hyo Won Jung1,2, Yong-Ki Park1,2*
1 :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2 : Korean Medicine R&D Center, Dongg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 water extract of Liriope platyphylla tuber (Liriopis tuber, LT) on the activation
of astocytes, we investigated the regulatory effects of LT extract on H2O2-induced oxidative damage in C6 rat
astrocytes.
Methods : LT extract was extracted with boiling water. C6 cell line were treated with LT extract at 1, 2, and 3 ㎎/㎖
or without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H2O2 at 5 ㎛ for 24 hr. Th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The expression of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
(STAT3), phospho-STAT3 (pSTAT3), cyclooxygenase (COX-2), Nuclear factor-κ
B (NF-κ
B), superoxide dismutase 2
(SOD2), heme oxygenase-1 (HO-1), catalase, Akt, phospho-Akt (p-Akt) phosphoinositide 3-kinases (PI3K), and
protein kinase C alpha (PKCα) protein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respectively. GFAP expression was also
observed with immunocytochemistry under a fluorescence microscope.
Results : LT extract induced cell proliferation in H2O2-stimulated C6 cells. LT extract significantly inhibited the
expression of GFAP, NF-κ
B and COX-2 and increased the expression of HO-1 and the phosphorylation of STAT3
in H2O2-stimulated C6 cells. LT extract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hosphorylation of Akt and decreased the
expression of PKCαin a dose-dependent manner in H2O2-stimulated C6 cells.
Conclusions : LT extract can regulate H2O2-induced activation of astrocytes through inhibiting the expression of
NF-κ
B, COX-2 and regulating Akt / HO-1, STAT3 or PKCαsignaling pathway.1)
Key words : Liriopis tuber, Liriope platyphylla, C6 astrocytes, oxidative damage, STAT3, Akt, HO-1, PKCα

Ⅰ. 서

론

맥문동(麥門冬,
Liriopis
tuber)은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혹은 소엽맥문동(Ophiopogon

japonicus Ker-Gawle)의 덩이뿌리로서, 그 기미가 甘微苦,
微寒하여 甘寒淸潤하는 것으로 潤肺淸心, 養胃淸熱, 生津止渴
등의 효능을 나타내어 口渴, 喀血, 心煩, 不眠, 心腹結氣, 傷
中傷飽, 腸燥便秘, 五勞七傷 등에 적용하였다1). 현대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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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에서 맥문동은 항산화 , 항염증 및 면역 조절 , 변비 개선
효과5,6) 등의 효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당뇨 개선 효과7-9),

Danvers, MA, USA), β
-actin(Sigma-Aldrich, MO, USA),
goat-anti-mouse, goat-anti-rabbit(Bio-rad, CA, USA),

B형 간염에서의 항바이러스 효과10),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신경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RIPA: Thermo Fisher

11)

12,13)

세포 사멸의 억제 효과 및 신경성장인자 유도 효과
등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신경성장인자와 관련된 작용은 신경세포

Scientific, Waltham, MA, USA) 등이 있으며, 형광현미경
(LEICA, Wetzler, Germany), Microtiter plate reader

뿐만이 아닌 성상교세포(astrocytes)에 대해서도 나타나는 것이

(ASYS, Austria), 약재추출기(Daihan saientific, Korea),

13)

확인되었으나 맥문동이 성상교세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전에 대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성상교세포는 신경 세포(neuronal cell), 미세아교세포
(microglia) 등과 함께 신경조직을 이루는 세포로서 신경조직의
구조를 지지하고, 신경세포의 발생, 신경 대사의 조절 및 기능
안정화와 시냅스의 생성, 신호조절 및 변형 등에 관여하며,
교세포 신경전달을 통해 신경조직을 이루는 세포 사이의 연락을
중개,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14,15). 또한 뇌혈관장벽(BrainBlood Barrier: BBB)을 구성하여 신경 세포를 독성 물질로
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뇌 혈류량의 조절에도 관여한다
14,16)
. 또한 성상교세포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칼슘
이온 신호를 활성화하는데, 해당 신호 전달 체계의 역할은 신
경세포들의 조화로운 발화를 유도하여 뇌의 고차원적인 기능
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15,17).
성상교세포는 병리학적으로 신경 조직의 허혈손상 및 척수의

회전식감압농축기(Eyela Co., Ltd, Japan), 동결건조기(Ilshin
Lab Co., Ltd, Korea), 자동감광장치(ChemiDoc; Biorad,
USA) 등의 기기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방법
1) 맥문동추출물 제조
맥문동추출물(Liriopis tuber water extract, LT-W)은
맥문동 200 g에 정수된 물 2L를 넣고 95℃에서 3시간동안 1차
추출한 후 같은 비율로 2차 추출을 실시하였다. 추출물은 1호
와트만 거름종이(Whatman paper filter No.1)로 거르고, 회
전식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시켰다. 이때 수율은 88.63%였다. 맥문동추출물은 냉장
보관하면서 실험 직전 생리식염수에 적정 농도로 완전 용해시
킨 후 세포실험을 위한 약물로 사용하였다.

부상과 같은 물리적 손상, 특정 정신질환 및 알츠하이머 병,
파킨슨병, 헌팅턴병, 다발성 경화증 등의 퇴행성 질환을 포함

2) 세포배양

한 다양한 신경질환에서 활성화되어, 각종 염증 및 신경 사멸,

실험에 사용된 세포는 랫드의 성상교세포(rat brain glial

혹은 신경보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측되어 이들 질환들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18). 본 연구진은 이전

cell line)인 C6 세포로 ATCC사(CCL-107™, Manassas,
VA,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10% FBS와 1%

연구를 통해 맥문동 추출물이 혈관성 치매 모델 랫드의 해마

penicillin/streptozotocin이 함유된 DMEM을 배양액으로

에서 성상교세포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BDNF와 같은 신경보
호인자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19).

하여 37℃, 5% CO2의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약 60%의 세포가
성장하였을 때 맥문동추출물(1.0, 2.0, 3.0 ㎎/㎖)을 전 처리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맥문동 추출물이 성상교세포의 활성

30분 후 산화적 스트레스를 주기 위하여 H2O2를 5 ㎛/㎖의

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효과와 기전을 조사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농도로 처리하였다.

3) 세포독성평가
C6 세포에서 LT-W의 독성 농도를 평가하기 위해 EZCytox assay를 수행하였다. 즉, C6 cell(2 × 104 cells/well)

1. 재료
1) 약재

을 24-well culture plate에 분주하여 37℃, 5% CO2 조건으로
하루 동안 배양한 후 맥문동추출물을 1, 2, 3, 4, 5 ㎎/㎖의

본 실험에 사용된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또한 LT-W를 1, 2, 3

Tang, 한국산)은 광명당제약(울산, 한국)으로부터 표준약재를
구입한 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에서 정선하여

㎎/㎖ 처리하여 30분 간 배양한 후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
하기 위하여 H2O2를 5.0 ㎛/㎖의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

추출물 제조에 사용하였다.

하였다. 여기에 각 well 당 EZ-Cytox 용액을 10 ㎕ 씩 넣어

2)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으로는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 (DMEM), penicillin/streptomycin(Corning, NY,
USA), Fetal bovin serum (FBS)(Merck Millipore, Temecula,

2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환원반응을 유도하였다. 이후 발색정
도를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5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세포독성정도는 세포만 배양한 대조군에서의
100% 생존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세포생존도(cell viability)
를 계산하였다.

CA, USA), EZ-Cytox (DoGenBio Co., Ltd. Korea), AntiGFAP(Santa Cruz, Dallas, MA, USA), Anti-Akt, phospho-

4) Western Blot

Akt(R&D System Inc., MN, USA ), COX-2(Cayman

C6 세포에서 발현되는 염증단백질(NF-kB, COX-2), 항

Chemical, MI, USA), Anti-NF-κB, STAT-3, phosphoSTAT3, PKCα, HO-1, SOD, Catalase(Cell signaling,

산화효소 단백질(HO-1, Catalase, SOD), 성상세포 활성 단
백질(GFAP) 및 신호 조절 단백질(STAT3, Akt, PKC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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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맥문동추출물(LT-W)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즉, C6 세포를 60 ㎜ culture

이 포함된 1× PBS(PBS-T)를 이용하여 20분간 반응시키고
1× PBS로 3회 세척한 후 5% BSA 용액에서 1시간동안 반응

dish에서 하룻밤 배양한 다음 서로 다른 농도의 LT-W(1.0,

시켰다. 이를 다시 1× PBS로 3회 세척한 후 GFAP

2.0, 3.0 ㎎/㎖)을 전 처리한 30분 후 산화적 스트레스를 주
기 위하여 H2O2를 5 ㎛/㎖의 농도로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antibody(Santa Cruz)와 함께 4℃에서 하룻밤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세포는 1× PBS로 3회 세척한 후 Alexa Fluor

배양해주었다. 각 세포를 수거하여 3,000 rpm에서 5분간 원

488 goat anti-rabbit IgG와 함께 1시간 실온에서 반응시키고

심분리 한 후 RIPA buffer를 넣고 homogenizer를 이용하여
마쇄한 후 4℃, 14,000 rpm에서 20분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DAPI로 세포 핵을 염색한 후 mounting 용액을 이용하여 봉
입한 후 형광현미경(Leica DM2500)으로 관찰하였다.

상청액을 수집하여 Bradford’
s assay(Bio-rad) 용액으로 단
백질의 농도를 측정한 후 30 ㎍ 단백질을 SDS-PAGE 분리
하였다. 이를 nitrocellulose membrane에 transfer한 후
5% skim milk에 담겨 상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 하였다.
여기에 5% skim milk에 희석한 각 단백질의 1차 항체와 4℃
에서 하룻밤 반응시켰으며, 1x TBST buffer(Tris-buffered
saline, 0.1% Tween 20, pH 7.5)를 이용하여 15분씩 3회

6)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GraphPad Prism 5.0 분석프로그램(GraphPad
Software, La Jolla, CA, USA)을 이용해 histogram으로 나
타내었고 유의성을 one-way ANOVA와 Turkey’
s test를 통
해 검정하여 95% confidence interval 이상인 경우를 유의성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세척한 후 HRP-conjugated 2차 항체와 실온에서 3시간 반응
시켰다. 이를 다시 1x TBST로 3회 세척한 후 ECL 용액으로
염색하고 자동감광장치(Bio-Rad ChemiDoc)를 이용해서 단
백질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다. 각 단백질의 밴드를 Image
J program(NIH, USA)을 이용하여 β-actin의 발현 정도와
비교한 발현 비율로 계산하여 histogram으로 나타내었다.

Ⅲ. 결

과

1. 세포증식 유도에 대한 효과
C6 성상교세포에서 맥문동추출물(LT-W)의 독성을 평가한

5) 면역세포화학염색(Immunocytochemistry, ICC)
C6 세포에서 astrocyte의 가장 특징적인 지표인 GFAP 발
현에 대한 맥문동추출물(LT-W)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면
역세포화학염색(ICC)을 수행하였다. 즉, C6 세포를 Thermanox
plastic cover slips(Nunc™, Thermo Fisher Scientific)에
분주하여 맥문동추출물을 전 처리하고, H2O2로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배양하였다. 각 세포를 1× PBS로 세척한 후, 4%
paraformaldehyde 용액을 넣어 10분 고정시키고, 이를 1×
PBS로 3회 세척하였다. 고정된 세포에 0.5% Triton X-100

결과, LT-W을 5 ㎎/㎖ 농도까지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A). 또한 산화적 손
상에 따른 세포생존도 감소에 대한 맥문동추출물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2O2 처리 후 맥문동추출물을 처리하여 세포
증식유도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맥문동추출물은 H2O2
처리 후 감소되는 세포 생존도를 처리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B). 특히 맥문동추출물의 1, 2,
3 ㎎/㎖ 처리 농도에서 H2O2 처리군에 비해 유의적인(p < 0.001,
respectively) 증가를 나타내어 이후 실험에서는 이 농도 범
위에서 맥문동추출물의 효능을 평가하였다.

Figure 1. Effects of LT-W extract on cell viability in C6 astrocytes.
(A) Cells were treated with LT-W extract at different concentrations for 24 hr and (B) were treated with LT-W extract or without and then
stimulated with H2O2 at 5 ㎛ for 24 hr.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Data was presented a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and p < 0.001 vs. normal (a) or H2O2-stimulated group (b).

2. 활성조절 단백질 발현에 대한 효과
산화적 손상을 받은 성상교세포 활성화에 대한 맥문동추출
물(LT-W)의 조절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C6 세포에서의 성상

교세포 활성화 단백질인 GFAP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H2O2 처리 후 C6 세포 활성화에 따른 GFAP의 발현
이 정상세포에 비해 유의적으로(p < 0.01) 증가하였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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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문동추출물의 처리 농도에 의존적으로, 또한 H2O2 처리군에
비해 유의적으로(p < 0.05 for 1 ㎎/㎖, p < 0.05 for 1 ㎎/㎖,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 GFAP-발현 세포들이 증가하였고, 이는
맥문동추출물 3 ㎎/㎖을 처리한 후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p < 0.01 for 3 ㎎/㎖)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A).

있었다(그림 2B).

또한 GFAP의 발현을 세포 염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H2O2에

Figure 2. Effects of LT-W extract on GFAP expression in C6 astrocytes.
(A) Cells were treated with LT-W extract at 1, 2, and 3 ㎎/㎖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H2O2 at 5 ㎛ for 24 hr. The expression of
GFAP was measured by Western blot, respectively. The histogram was calculated the ratio of GFAP expression per actin with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and p < 0.01 vs. normal (a) or H2O2-stimulated group (b). (B) Cells were stained with anti-GFAP
antibody and observed under fluorescence microscope (original magnification = x200). Green color is GFAP-positive cells.

3. 성상교세포 활성 및 염증 단백질 발현에 대한 효과
GFAP의 발현에 관여하는 인자로서 STAT320)의 활성화 및
21)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발된 성상교세포에서의 염증반응 유

NF-κ
B 의 발현 변화를 조사한 결과, H2O2처리에 의해
STAT3의 인산화 단백질(p-STAT3)의 발현이 정상군에 비해

발에 대한 맥문동추출물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NF-κB
에 의해 증가하는 염증단백질인 COX-2의 발현 변화를 Western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 < 0.01), 이러한 증가는 맥문동추

blot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COX-2의 발현은 맥문

출물(LT-W)의 처리 후 더욱 유의적인 증가(p < 0.05 for 1
㎎/㎖, p < 0.05 for 3 ㎎/㎖)를 나타낸 반면(그림 3A) NF-

동추출물 처리에 의해 감소하였으며, 특히 2 ㎎/㎖(p < 0.01)과
3 ㎎/㎖(p < 0.05)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감소를

κ
B의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p < 0.05 for 3 ㎎

나타내었다(그림 3C). 따라서 성상교세포에서 맥문동추출물은

/㎖)하였다(그림 3B). 따라서 맥문동추출물이 산화적 손상에
따른 성상교세포 활성화를 조절하는 것에 STAT3의 활성화

산화적 손상에 따른 염증단백질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및 NF-κ
B/GFAP 기전 제어가 관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 Effects of LT-W extract on STAT3, NF-κ
B and COX-2 expression in C6 astr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LT-W extract at 1, 2, and 3 ㎎/㎖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H2O2 at 5 ㎛ for 24 hr. The expression of STAT3
(total and phospho-forms) (A), NF-κ
B (B) and COX-2 (C) was measured by Western blot, respectively. The histogram was calculated the
ratio of each target expression per actin or phospho-form with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and p < 0.01 vs. normal
(a) or H2O2-stimulated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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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산화 효소 단백질 발현에 대한 효과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발된 성상교세포에서의 항산화효소
단백질 발현에 대한 맥문동추출물(LT-W)의 조절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SOD2, HO-1, catalase의 발현 변화를 Western
blot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SOD2의 발현은 맥문동
추출물 처리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결
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그림 4A), HO-1의 발현은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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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의해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p < 0.05) 증가하였고,
이는 맥문동추출물 3 ㎎/㎖(p < 0.05) 처리군에서 유의적으로
더욱 증가하였다(그림 4B).
한편 catalase의 발현은 맥문동추출물 처리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그림 4C). 따라서 성
상교세포에서 맥문동추출물은 산화적 손상에 따라 항산화 단
백질, 특히 HO-1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산화스트레스를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4. Effects of LT-W extract on SOD, HO-1 and catalase expression in C6 astr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LT-W extract at 1, 2, and 3 ㎎/㎖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H2O2 at 5 ㎛ for 24 hr. The expression of SOD
(A), HO-1 (B) and catalase (C) was measured by Western blot, respectively. The histogram was calculated the ratio of each target expression
per actin with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5 vs. normal (a) or H2O2-stimulated group (b).

5. Akt/PI3K/PKCα기전 조절에 대한 효과

3 ㎎/㎖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p < 0.01) 증가를

HO-1은 STAT322), NF-κ
B23) 등의 활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그림 5A). 또한 PKCα의 발현은 정상군에 비해

알려져 있으므로 LT-W가 나타내는 성상교세포 활성 억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나아가, 성상교
세포 활성 조절 인자로서 HO-1에 대한 LT-W의 조절 효과를
24)

확인하기 위해 HO-1의 상위 신호전달분자인 PI3K 및 Akt ,
25)

PKCα 발현 변화를 Western blot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Akt의 인산화는 LT-W 처리에 의해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조군에서 유의적인(p < 0.01) 증가를 나타내었고, 이는 LT-W
에 의해 감소하였으며 특히 2 ㎎/㎖ 농도에서 유의적인(p < 0.05)
감소를 나타내었다(그림 5C). 한편 PI3K 발현은 맥문동 추출물
처리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그림 5B). 따라서 맥문동 추출물은 성상교세포
에서 Akt 및 PKCα기전의 조절을 통해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 Effects of LT-W extract on Akt, PI3K and PKC expression in C6 astr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LT-W extract at 1, 2, and 3 ㎎/㎖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H2O2 at 5 ㎛ for 24 hr. The expression of Akt
and p-AKt (A), PI3K (B) and PKC (C) was measured by Western blot, respectively. The histogram was calculated the ratio of each target
expression per actin with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 0.01 and p < 0.05 avs. normal (a) or H2O2-stimulated group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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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맥문동은 일반적으로 면역 반응의 조절 등에 관여하는 효
3)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성상교세포는 미세아교세포
등과 함께 신경 조직에서의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각각 억제하여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23)
. 본 연구의 항산화효소 단백질 발현 변화에서 맥문동추
출물은 특히 HO-1의 발현을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시켰는데,
이는 맥문동추출물이 HO-1의 발현 증가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여 성상교세포의 활성을 전반적으로 억제함을 시사한다.

하고 있으므로26), 맥문동 추출물의 효과가 성상교세포에 작용

이를 종합해볼 때, 맥문동추출물에 의한 세포생존률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과산화수소 자극으로 산화스트레
스가 유발된 C6 성상교세포에서 맥문동추출물이 세포증식에

양상은 저농도(1~2 ㎎/㎖)에서는 STAT3의 활성을 촉진하고
PI3K/Akt/HO-1 경로를 활성화하여 NF-κB/COX-2의 활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 맥문동추출물(LT-W)은 처리 농

성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세포생존률이 증가하지만, 고농도(3

도에 의존적으로 과산화수소에 의해 감소된 세포 생존도를 증가
시켰으며 특히 2 ㎎/㎖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에서는 STAT3의 활성까지 HO-1에 의해 억제되면서
전체적인 세포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써 세포생존률이 다시

세포증식 유도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과산화수소에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맥문동추출물이 성상교세포를 보
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비 연구를 통해 C6 성상교세포

한편 HO-1은 ERK , PI3K/Akt(PKB) , PKCα 등의
신호 활성에 따라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에서 과산화수소의 다양한 농도(1, 5, 10, 20, 50 ㎛) 처리는

그러나 ERK는 NF-κ
B 경로에 의존하여 증가한다고 알려져

농도에 의존적인 세포 생존율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5 ㎛ 농도
에서 맥문동추출물에 의한 세포증식 유도효과가 가장 유의적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PI3K, Akt, PKCα등의 HO-1 증가
기전에 대한 맥문동추출물의 조절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는 5 ㎛ 농도를 산화적 손상을

p-Akt/Akt의 비율이 농도에 비례하여 유의적으로 상승하였

유도하기 위한 적정 농도로 설정하였다.
GFAP는 성상교세포의 골격단백질로서 성상교세포 활성화의

으며, 이는 맥문동추출물에 의한 HO-1의 증가가 Akt/Nrf2/
HO-1 경로 활성화에 의해 유도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지표이기도 하므로21), 본 연구에서는 맥문동추출물의 성상교

연구에서 맥문동 추출물이 Akt 경로를 활성화시킨다는 보고와

세포 활성화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GFAP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다. 과산화수소 처리로 활성이 증가된 C6 성상교세

일치한다 . 또한 HO-1의 항바이러스 기전 을 감안할 때 맥
문동 추출물의 B형 간염에 대한 활성 또한 HO-1의 발현 증

포에서는 GFAP가 증가하며, 이는 맥문동추출물에 의해 농도

가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맥문동 추출물은 산화스트레스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맥문동 추출물에 의한 세포 보호 효
과가 2 ㎎/㎖의 농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과 달리 성상교

환경에서 Akt / HO-1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통해 성상
교세포 활성화 기전인 STAT3 및 NF-κ
B 경로를 조절할 수

세포의 활성 억제 효과는 농도 의존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맥문동 추출물에 의한 성상교세포의 활성화 억제 효과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손상에 대한 억제 효과와는 별개임을 시사

한편 PKCα
는 NF-κ
B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본 연구에서는 C6 성상교세포에서 PKCα
의 발현이

한다. 이에 맥문동추출물의 세포생존율 증가에 대한 기전으로서

과산화수소 처리에 의해 증가하며, 이는 맥문동추출물 처리에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확인해보기 위해 다양한 염증 단백
질과 항산화효소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해보았다.

의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맥문동추출물이 PKCα
의 활성을 감소시킴으로써 NF-cB의 활성도 억제할 수 있다고

성상교세포의 활성화 양상은 크게 NF-κ
B의 활성을 중심

29)

24)

25)

30)

9)

31)

보여진다.

으로 하는 A1 형태와 STAT3의 활성을 중심으로 하는 A2 형
태로 나뉘며, A1 형태에서는 NF-κ
B의 활성과 함께 염증매

결론적으로 맥문동 추출물은 과산화수소 처리로 산화적 스
트레스가 유발되었을 때 성상교세포에서의 활성화 유도를

개인자의 발현이 증가하고 A2 형태에서는 STAT3의 활성과

Akt/HO-1의 경로 활성 증가를 통해 조절할 수 있으며, 성상

27)

함께 각종 성장인자의 발현이 증가한다 . 한편 산화스트레스
환경에서 COX-2는 NF-κ
B의 활성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교세포의 활성 방향을 STAT3 기전의 활성 증가와 PKC/NF-κ
B
기전 억제를 통해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자체로도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대표적 인자이다28). 이에
본 연구에서 STAT3, NF-κB, COX-2의 활성 및 발현량을
조사한 결과, 맥문동 추출물은 과산화수소 자극으로 활성화된
C6 성상교세포에서 STAT3의 인산화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염증 단백질인 COX-2와 NF-κB의 발현은 농도 의존적인 감
소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맥문동 추출물이 성상교세포의

V. 결

론

본 연구에서 C6 성상교세포 활성화에 대한 맥문동 물 추출
물의 조절 효과 및 기전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활성화 양상을 조절하여, 신경성장인자의 발현 증가19)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맥문동 추출물의 신경 보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맥문동추출물은 C6 성상교세포에서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세포 생존도 감소를 억제하고 세포증식을 유도하였다.

또한 맥문동추출물은 항산화효소인 SOD와 HO-1의 발현을
처리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맥문동추
출물이 성상교세포에서 과산화수소에 의한 염증반응 유발과
산화적 손상을 억제시켜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항산화효소 중 HO-1은 p-STAT3과 NF-κ
B의 핵 이동을

2. 맥문동 물 추출물은 STAT3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NFκ
B와 COX-2의 발현을 억제하고 이는 성상교세포의 활성
방향 조절 및 신경 보호 기전과 연관이 있다.

과산화수소 자극으로 활성화된 C6 성상교세포에 대한 맥문동추출물의 조절 효능 연구

3. 맥문동 물 추출물은 Akt/HO-1 경로의 활성을 유도하며
이는 STAT3과 NF-κ
B 경로의 활성을 억제하여 성상교
세포의 활성 억제 및 세포생존률의 변화에 관여한다.
4. 맥문동 물 추출물은 PKCα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NF-κ
B의 활성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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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꽃게 추출물의 역류성 식도염 동물모델에서 유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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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n rat model of reflux esophagitis treated with Charybdis japonica extract
Hyeon-Hwa Nam1#, Yun-Soo Seo1, Ji Hye Lee1, Young Hye Seo1, Sungyu Yang1
Byeong Cheol Moon1, Wook Jin Kim1, Li Nan2, Byung Kil Choo2*, Joong-Sun Kim1*
1 : Herbal Medicine Resources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11 Geonjae-ro, Naju-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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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Department of Crop Science & Biotechn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4896, Republic of Korea

ABSTRACT
Objectives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rotective effects of Charybdis japonica (C. japonica) water extract
on the acute reflux esophagitis in rat models.
Methods : Twenty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for examination: normal control group (n=6), the reflux
esophagitis group (n=6), reflux esophagitis treated with positive control group (ranitidine 40 ㎎/㎏, n=6), reflux
esophagitis treated with C. japonica group (100 ㎎/㎏, n=6). All rats fasted for 18 hr and then were induced with
reflux esophagitis by a pylorus and forestomach ligation operation. After 4 hr, the rats were sacrificed. The proinflammatory cytokine and proteins expression measured by western bolt assay, and the histopathological analysis
of the esophageal mucosa measured by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Results : C. japonica administration significantly was protecting esophageal mucosal damage upon histological analysis
of reflux esophagitis in rats. The C. japonica treatment confirmed the protection of the reduction of claudin-5, an
evaluation index of the damage of tight junctions in the reflux esophagitis. C. japonica was also found to inhibit the
expression of proteins such as COX-2 and TNF-αin the rat esophagus. C. japonica markedly attenuated the activation
of NF-κ
B and phosphorylation of Iκ
Bαat the same time.
Conclusion :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C. japonica suppressed the development of esophagitis through the modulation
of inflammation by regulating NF-κ
B activ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concluded that C. japonica can prevent
reflux esophagitis.1)
Key words : Charybdis japonica, crab, reflux esophagitis,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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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선규 박사로부터 형태감별을 거쳐 검증 후, 1차 미토콘드리아
COI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DNA 바코드 염기

론

역류성 식도염은 위 내용물의 역류로 인해 복부 통증 등의

서열 NCBI Gene Bank 등록 민꽃게 COI 염기서열 비교를

임상 증상과 함께 점막의 변화를 가져오는 질환으로, 염산에
노출 된 시간이 길수록 심한 병변을 보인다. 전형적인 역류성

통해 그종을 확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민
꽃게 시료는 표본을 제작하여(Voucher number: 2-19-0514)

식도염은 식도의 과다한 산과 펩신의 노출이 주된 원인인 반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에 보관하였다. 추출은

비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은 산과 펩신의 노출정도는 정상이나
식도의 감각이 이에 비정상적으로 과민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민꽃게 시료 1 ㎏에 증류수 10 L를 넣고
100 ± 2℃에서 3시간 동안 환류 추출하였으며, 얻어진 추출

알려져 있다 (DeMeester et al., 1979). 우리나라에서는

액을 여과한 후 감압농축기로 농축하였다. 그 후 동결건조 과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역류성 식도염은 주요 관심질환에 속하지
않았으나, 점차 서구화 되고 있는 식습관 및 생활습관과 지나친

정을 거쳐 추출물 192.03 g을 수득하였고(수득률 19.20%,
w/w), 이 중 일부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음주, 비만 인구 증가 등의 원인으로 최근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다 (Lee et al., 2006; Yoo et al., 2007).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개선 (Jung
et al., 2012)과 약물 치료, 수술 및 내시경 처치가 적용될 수
있다. 약물 치료로는 위산 중화, 항역류 장벽 기능 강화, 위장
운동 촉진제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Kim et al., 2014),
이러한 약물 및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식도주위 헤
르니아가 있는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 및 내시경 치료를 시행
하기도 하지만 치료 효과는 제한적이다 (Kim et al., 2014).
한의학에서 역류성 식도염은 주로 呑酸, 吐酸, 胸痺, 噎膈 등
의 病症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으며 변증시치에 따라 다양한
처방을 사용하고 있다 (co-text publishing committee).
게는 오래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용으로 이용되어

2. 실험동물
Sprague Dawley (SD) 랫드 24마리를 한일실험동물센터
(Wanju, Korea)에서 구입하여 1주일 사육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든 동물은 온도 22 ± 2℃, 습도 50 ±
5%, 명암주기(light-dark cycle)는 12시간 주기로 조절하여
사육하였다. 고형사료 (Nestl’
e Purina Pet Care Company;
Bundang-gu, Seongnam, Korea)와 물은 자유 섭취하게
하였고 모든 사육기자재는 멸균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은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고, 국제동물복지법에 근거한 전북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험을 진행하였다.

왔으며, 게 추출물에는 키틴, 단백질, 탄산칼슘염 및 셀레늄
및 카로티노이드 등의 다양한 유용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
학적 가치가 우수하여 식품은 물론 약용으로의 가치도 인정받
고 있다 (Cho et al., 1998). 게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을 이
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항당뇨 (Kim Jin Nam et al.,
2009), 항암작용 (Rezakhani et al., 2017; Pegah et al,.
2015),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 (Yen et al., 2008)이 보고된바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약재로 게를 해(蟹)라고 하며 그 성질이
차고 맛은 짜며 위기(胃氣)를 다스려 음식이 소화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Heo, c2006). 하지만 아직 게 추출물을 이용
한 역류성 식도염 모델에서의 효능 연구는 전무하다. 민꽃게
(Charybdis

japonica)는

십각목(Decapoda)

꽃게과

(Portunidae)에 속하며 동남아시아에 주로 분포한다. 민꽃게
는 단단한 모래 또는 진흙과 같은 미세한 모래 바닥이 있는 강
어귀에 주로 서식하며, 생장과 번식력이 좋고 영양가치가 우
수하여 아시아에서 경제적 또는 상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품종
이다(Lou et al., 2018; Wu et al., 2017).

3. 역류성 식도염 유도
실험군은 총 4개의 군으로 정상군(Normal), 역류성식도염
유발 대조군(reflux esophagitis control; vehicle), 역류성
식도염 유발 후 민꽃게 물추출물 100 ㎎/㎏ 투여군, 역류성
식도염 유발 후 양성대조 물질 ranitidine 40 ㎎/㎏ 투여군
(positive control)은 각각 5마리씩 나누어서 사용하였다. 급성
역류성식도염 유발은 수술 18시간 전부터 고형사료 공급 중
단하여 (물 충분히 공급) 절식하였으며 호흡마취 후 2 ㎝정도
개복 하고, 유문 및 전위를 각각 3.0 실크실로 묶은 후 복막과
피부를 봉합하였다. 식도 점막 손상 측정은 유문 및 전위부
결찰 수술 4시간 후, 식도를 분리하였고 세로로 절단. 절단된
식도 내부는 0.9% NaCl로 세척하여 전개한 뒤 광학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식도 손상도 측정은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꽃게 물추출물을 이용하여 역류성 식도염
에서 효능을 검증하고 그 기전을 연구하고자 한다.

4. 조직학적 분석
실험 종료시점에서 실험동물을 호흡마취하고 조직을 적출
하였으며, 식도 조직을 10% neutral buffered formalin (NBF)

Ⅱ. 재료 및 방법
1. 추출물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 민꽃게는 서해안 산지로 2019년 6
월에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구매하였고, 한국한의학연구원 양

으로 고정하고 수세 후 75%, 95%, 100%의 ethanol 과 xylene
으로 탈수와 투명을 거쳐 파라핀에 포매 실시. 파라핀 블록이
실온에 overnight 응고시킨 후 조직을 5 ㎛ 두께로 박절하여
hematoxylin & eosin 조직 염색 방법으로 염색하였다. 염색된
조직은 광학현미경(Leica DM 2500)을 사용하여 image analysis
program (i-solution DT)으로 촬영 및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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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estern blot assay

6. 통계처리

적출한 식도 조직의 세포질을 얻기 위해 100 mM Tris-

모든 실험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모든

HCL(ph 7.4), 5 mM Tris-HCl (pH 7.5), 2 mM MgCl2,
15 mM CaCl2, 1.5 M sucrose, 0.1 M DTT, protease

처리군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ANOVA one-way로 검정을 실
시하여 p<0.05 경우에만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inhibitor cocktail 을 첨가한 세포질 lysis buffer를 넣고
tissue grinder 로 분쇄한 후 10% NP-40 용액을 첨가하여
30 분간 ice 위해 반응. 원심분리 후에 세포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등액을 분리하고, 핵 추출을 위해 세포핵 lysis buffer(50
mM 2-[4-(2-hydroxyethyl)-1-piperazyl] ethanesulfonic
acid(pH 7.9), 50 mM KCl, 0.3 mM NaCl, 0.1 mM
EDTA, 1 mM DTT, 0.1 mM PMSF, 10% glycerol)를 첨가
하여 원심분리 하였고 핵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얻어 –80℃
에서 보관하여 단백질 정량 후 샘플로 사용하였다. SDSPAGE을 통해 단백질을 분리하고 100 V에서 75분간 transfer
하였고 일차항체는 PBST에 1:1000으로 회석하여 4℃
overnight 반응시킨 후 이차항체는 1:10000으로 실온에서 2

Ⅲ. 결

과

1. 식도 점막 손상도 측정
역류가 유도되지 않은 정상군인 랫트에서는 점막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조군에서는 위 내용물 및 위산 역류로
인한 점막 손상으로 조직탈락, 출혈, 염증이 발생하였다(Fig. 1).
민꽃게 물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처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30%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시간 반응 후 Bio-Rad imaging software (Bio-Rad
Laboratories, Inc, USA)를 이용하여 band image를 수집하
였다.

Fig. 1. Effects of C. japonica extracts on esophagus tissues of rats induced esophagitis. The gross esophageal evaluation in different
group: (A) Normal group; (B) induced esophagitis group; (C) induced esophagitis + C. japonica extract 100 ㎎/㎏ group; (D) induced
esophagitis + ranitidine 40 ㎎/㎏; (E) esophageal tissue damage ratio. ***P < 0.001 and *P < 0.05 vs vehicle group.

20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5 No. 4, 2020

2. 조직병리학적 검사
역류가 유도되지 않은 정상군에서는 식도 점막의 조직학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대조군에서는 염증 세포의 침착과
식도 상피의 광범위한 탈락이 관찰되었다(Fig. 2). 민꽃게 물

추출물을 투여한 처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식도 점막 상피
층의 탈락과 염증세포의 침윤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ranitidine
을 투여한 양성대조군에서는 정상군과 유사한 식도 점막 구조를
나타내었다.

Fig. 2. The C. japonica extracts improved esophagus tissues histology in reflux esophagitis rats. The histological change evaluation in
different group: (A) Normal group; (B) induced esophagitis group; (C) induced esophagitis + C. japonica extract 100 ㎎/㎏ group; (D)
induced esophagitis + ranitidine 40 ㎎/㎏.

3. Tight junction (claudin-5) 발현량 변화
대조군에서는 위산 역류로 인한 조직이 손상되어 claudin-5
의 발현량이 정상군에 비해 32% 감소되었다 (Fig. 3). 민꽃게
물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처리군에서는 식도 점막 보호 작용으로
인해 claudin-5의 발현량이 대조군에 비해 3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ranitidine를 투여한 대조군에서도 41% 증가하였다.

4. 염증성 단백질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량
변화
대조군에서 위 내용물 및 위산 역류로 인한 COX-2 및
TNF-α
의 발현량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Fig.
4). 그러나, 민꽃게 물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식도 조직에서는
COX-2의 발현량이 대조구에 비해 30% 감소된 것으로 확인
되었고 ranitidine를 투여한 식도 조직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60% 이상의 억제 활성을 보였다. 민꽃게 물추출물을 경구 투
여한 식도 조직에서는 TNF-α
의 발현량이 대조구에 비해 12%
의 억제활성을 보였으며 ranitidine를 투여한 식도 조직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14%의 억제활성을 나타냈다.

5. p-Iκ
Bα
, p-NF-κ
B 활성화 억제 확인
대조군에서 위 내용물 및 위산 역류로 인한 세포질 내 pIκ
Bα의 활성화로 인해 핵 내 p-NF-κ
B p65 활성화가 진행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민꽃게 물추출물을 투여한 경우 p-IκBα
의 발현량이 대조군에 비해 20% 억제 활성을 보였고,
ranitidine을 투여한 경우 30% 정도의 억제 활성을 보였다.
Fig. 3. The C. japonica extracts improved claudin-5 protein
expression level in reflux esophagitis rats. N-Normal group; Vehinduced esophagitis group; Cj-100-induced esophagitis + C.
japonica extract 100 ㎎/㎏ group; R-40- induced esophagitis +
ranitidine 40 ㎎/㎏. #P < 0.05 vs normal group; *P < 0.05 vs vehicle
group.

p-NF-κ
B p65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민꽃게 물추출물을 투
여한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해 43% 억제 활성을 보여 양성대
조군은 대조군에 비해 50% 이상의 억제 활성을 보였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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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ibition effects of C. japonica extracts on the expression of p-Iκ
Bαand p-NF-κBp65 in esophagus tissues. N-Normal group;
Veh-induced esophagitis group; Cj-100-induced esophagitis + C. japonica extract 100 ㎎/㎏ group; R-40-induced esophagitis +
###
##
ranitidine 40 ㎎/㎏. P < 0.001 vs normal group; P < 0.01 and **P < 0.01 vs vehicle group.

IV. 고

찰

역류성 식도염은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저하로 인한 위
내용물 및 위산의 반복적인 역류에 의해 점막 손상을 일으키며
바렛식도, 협착, 궤양, 식도암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
이다 (Lee and Baik, 2019).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를 위한
약물로는 산분비 억제제, H2 수용체 억제제, 프로톤펌프 차
단제 (PPIs)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장기 복용 시, 내성으로 인한
치료효과 감소, 마그네슘 결핍 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안전한
치료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Kwon et al., 2016;
Choo and Roh, 2013).
새우류와 함께 갑각류 중 소비가 높은 수산물 중에 하나인
게는 leucine, arginine 등의 필수 아미노산과 키틴, 탄산칼
륨염 등의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성인병, 간질환 등
에 효과가 있고 항암,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Kim Jin Nam et al., 2009; Rezakhani et
al., 2017; Pegah et al,. 2015; Yen et al., 2008). 또한,
게 껍질에서의 키틴과 키토산 제조 및 생리활성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키토산을 포함한 복합물의 위장보호효과
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어 위장질환 관련의 기능성 식품 및
약용소재로서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Park et al.,
2008; Monika et al., 2019; Volod’ko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꽃게과에 속하는 민꽃게 물추출물을 이용하여 역
류성 식도염 유발 동물모델에서의 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 점막에서 상피 손상 및 세포 사멸을
초래한다 [Rhonda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역류성 식도
염 유발 수술 후 식도점막을 관찰한 결과, 위 내용물 및 위산
역류로 인해 식도의 손상이 관찰되었으며 손상 부위의 조직을
분석하였을 때 출혈, 염증 세포 침윤 및 상피 파괴와 같은 조직
손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은 Ranitidin 투여에 의해
현저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H2 억제제인 Ranitidin의 보호
효과는 이전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해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도 양성대조약물로 Ranitidin을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유의적인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Akanda and Park 2017].
민꽃게 물추출물 투여군에서도 식도 침식 면적에 보호효과가
확인되었고, 비록 Ranitidin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유사하게
역류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식도 조직손상에
대한 보호 작용을 나타내었다.
식도염 유발에 의해 손상된 조직에서는 상피 및 내피사이
결합조직의 tight junction의 손상 또한 야기되는데, 이는 세포
결합 단백질인 Claudin의 감소를 유도한다. 특히 Claudin-5
는 장 점막 및 위장관 손상시 가장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단백
질로 알려져 있다 (Camire et al., 2015). 역류성 식도염 유
발군에서 Claudin-5의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직학적인 변화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상피
세포 사이의 결합조직의 보호는 소화기계 점막 면역계를 유지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민꽃게
추출물 투여를 통한 식도 점막 보호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Castoldi et al., 2015]. 민꽃게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식도
조직의 상피와 내피 사이의 결합조직내 손상의 보호와 함께
claudin-5의 감소가 경감됨을 확인함으로써 민꽃게 추출물
투여가 식도염의 상황에서의 상피세포 사이의 결합조직을 보
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은 COX-2와 TNF-α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효소 등의 염증성 단백질 변화와 식도염의 상호
연관성이 보고된바 있다 (Akanda and Park 2017, Hatware
et al., 2018, Nam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식도염 모
델에서 COX-2와 TNF-α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민꽃게 추
출물 투여군과 대조약물은 ranitidin투여군에서 염증성 사이
토카인의 유의적인 감소를 확인하였다.
IκB-α는 면역 및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NF-κ
B 의 활성을
매개하는 인자로 염증과 면역에 상호 중요한 역할을 한다
(Baldwin et al,. 2001). 특히 식도에서 IκB-α과 NF-κ
B는
미세환경의 항상성의 유지 및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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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 (Baldwin et al,. 2001). 식도 상피에서 IκB-α과
NF-κ
B의 인산화는 식도염증을 악화시킨다고 보고되어져 있
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GM-CSF가 중요한 염증인자로
보고된바 있다 (Tétreault et al, 2016). 본 연구에서도 식도
염 동물모델에서 두 인자의 인산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민꽃게 추출물의 투여는 이러한 인자들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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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역류성 식도염 동물 모델에 대한
黃柏 물 추출물의 식도 점막 보호 효과
이세희1#, 이진아1#, 신미래1, 이지혜2, 노성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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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ve Effect of Water Extract of Phellodendri Cortex
in Chronic Reflux Esophagitis-induced Rats
Se Hui Lee1#, Jin A Lee1#, Mi-rae Shin1, Ji Hye Lee2, Seong-soo Roh1*
1 :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 : Herbal Medicine Resources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ABSTRACT
Objective : Reflux esophagitis is a disease caused by the reflux of gastric acid and inflammation due to unstable
gastroesophageal sphincter.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larify the effect of Phellodendri Cortex (PC) on
chronic reflux esophagitis (CRE) in rats.
Methods : The anti-oxidant activity of PC was measured by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contents, 1, 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2, 2’-azinobis-3-ethyl-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CRE was established surgically in SD rats. And then CRE rats were treated with water or PC 200 ㎎/㎏
body weight for 14 days. Besides, the anti-oxidant and inflammatory protein levels were evaluated using western
blotting.
Results : PC reduced esophagus tissues injury. The total polyphenol (36.05 ± 0.25 ㎎/g) and total flavonoid (72.90 ±
0.61 ㎎/g) of PC showed a high content. PC strongly reduced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DPPH IC50 43.58 ± 1.54
㎍/㎖; ABTS IC50 36.75 ± 0.35 ㎍/㎖).
Moreove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peroxynitrite (ONOO-) levels in serum, the protein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s (iNOS)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addition, the protein expression of NADPH oxidases related
to oxidative stress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PC compared to CRE control.
PC effectively reduced inflammatory factors including, TNF-α
, and IL-6 via NF-κBp65 inactivation through the
inhibition of p-IκBα and increased anti-oxidant enzyme such as HO-1, SOD, catalase, and GPx-1/2 via Nrf2
activation.
Conclusions :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how that PC can alleviate the esophageal mucosal ulcer though the
inhibition of NF-κB inflammatory and the enhancement of Nrf2 anti-oxidant pathway.1)
Key words : Phellodendri Cortex, chronic reflux esophagitis, esophageal mucosal ulcer,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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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식물인 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의
주피를 벗겨내 말린 줄기껍질 (樹幹皮)이다21). 黃柏은 berberin,

론

위식도 역류질환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magnoflorine,

candicine,

jatrorrhizin,

palmatin,

GERD)은 주로 하부식도 조임근의 장애에 의해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흉통이나 속 쓰림을 유발하며, 제

phellodendrine, menisperine (n-methylisocorydinum)
등의 alkaloid가 함유된 외에도 obacunon, obaculacton,

대로 제어되지 못했을 경우 침습성 식도, 바렛식도, 선암 및

dictamnolid,

협착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도하는 만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
다1-4). 위식도 역류질환을 가진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슴앓이

7-dehydrostigmasterol, β-sitosterol, campesterol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22), 膽囊炎, 結膜炎, 細菌性赤痢, 慢性大腸

및 산 역류와 같은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지만, 일부 환자들

炎, 下痢, 糖尿, 下半身 痲痹, 黃疸, 淋濁, 便血, 濕熱, 瀉痢,

의 경우 嗄聲 (hoarseness), 만성 기침, 구취, 연하 곤란과
같은 비정형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5).

瘡瘍腫毒, 目赤腫痛, 盜汗遺精 및 입안과 혀에 나는 瘡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23). 한방에서는 항균, 염증, 항산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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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혈압강하, 폐렴, 감기, 해열제 및 소염제로도 쓰이며,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가 458만 명으로 18.7%로 증가되었다
고 하였으며, 위식도 역류질환 중 특히 역류성 식도염 (reflux

처방용약에서는 苦味健胃, 消炎藥 및 止瀉 등에 배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柴胡淸肝湯, 黃連解毒湯, 半夏白朮天麻湯, 滋陰降

esophagitis; RE)의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火湯 등에 사용되고 있다24). 약리 연구로는 항산화작용, 항궤양

6,7)

obacunonic

acid,

lumicaeruleic

acid,

하였다 . 역류성 식도염이란 위식도 역류질환 중의 하나로
내시경을 통한 식도 점막의 손상 유무로 판단하는데8), 하부식

작용, 항바이러스작용, 항염증작용, 항균작용 등이 보고되어
있다25-27).

도 괄약근의 조임쇠 역할이 불안정할 경우 위 내용물이 역류

黃柏은 다양한 질환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잘 알려져 있지만,

9)

하여 식도 점막에 염증을 유발했을 때를 의미한다 . 그 원인
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하부식도 조임근과 관련된

역류성 식도염 및 식도 점막 보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저자는 수술적으로 유도한 만성 역류성

병태생리학적 요인이며10), 이 외에도 서구화된 식습관, 음주,

식도염 동물 모델에서 黃柏의 식도 점막 보호 효능 및 그 기전을

흡연 등과 과식, 하부 식도 괄약근 압을 저하시키는 약제의
복용 등이 역류성 식도염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연구하였고,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있다11).
역류성 식도염은 한의학적으로는 “胸痞”, “呑酸”, “噎膈”,
“吐酸”, “吐血”의 病證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하다. 胃氣虛

Ⅱ. 재료 및 방법

逆, 肝胃不和, 痰濕鬱阻 등으로 辨證할 수 있고, 治法으로는

1. 재료

각각 舒肝和胃降逆, 淸化濕痰, 和胃降逆, 健脾胃, 降逆氣 등
의 治法을 활용하는데, 위산 역류의 경우에는 烏賊骨(海螵蟭)

1) 시료 추출

瓦楞子를 隨症加味하여 자주 쓰며, 牡蠣도 制酸作用이 있어
위산과다로 인한 질환에 양호한 치료효과를 보여 역류성 식도
염에 종종 활용하고 있다10).
체내 정상 세포는 신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독성 반응성
종 즉, 반응성 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나
반응성 질소종 (reactivie nitrogen species, RNS)에 대항
하는 항산화 반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12), 이러한 항산화
반응 시스템 조절의 붕괴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심화시키고
합병증을 유도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의

본 실험에서 사용한 黃柏은 휴먼허브 (영천, 한국)에서 구
입한 것을 생약규격집에 맞추어 관능검사 후, 약전규격에 적합
한 것만을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黃柏 200 g을 분쇄한 후
2,000 ㎖를 가하여 열탕 추출기에서 2시간 추출하였다. 얻어진
추출물은 감압 추출장치 (N-1100, Eyela, Japan)로 농축 후,
동결 건조기 (FreeZone 1, Labconco, France)를 이용해 완전
건조시켜 파우더 (수율, 4.5%; 수분함량, 6.818%M)를 얻어
-80℃에서 보관하였으며, 실험 직전에 증류수에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증상 악화에 산화적 스트레스가 깊이 관여한다고 하였으며
13,14)

, 항산화제 투여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개선시켰을
경우 식도 점막의 손상을 보호한다고 발표하였다15-17).
현재 위식도 역류질환의 치료는 제산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s) 및 히스타민 H2 수용체 길항제 (H2RA)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PPIs는 H2 수용체 길항제보다 효과가 좋고, 상대적
으로 부작용이 적으나 약재 중단 시 재발율이 1년 이내 50 ∼
18)

80% 정도이며 , 장기간 복용할 경우 미네랄 및 칼슘 흡수 저해
등의 부작용이 뒤따른다19). 특히, GERD의 높은 유병률에 따른
장기간 고비용의 산 조절 약물의 사용은 상당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따라서 부작용 없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면서 안전한 천연 유래의 치료제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黃柏 (황백, Phellodendri Cortex, PC)은 운향과 (rutaceae)

2)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7 mM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gallic acid,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sodium carbonate, naringin, diethylene
glycol, sodium hydroxide,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potassium phosphate dibasic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Nitrocellulose
membranes는
Amersham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IL, UK)에서 구입하였고, NADPH
oxidase 4 (NOX4), p47phox, p22phox, nuclear factor
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 heme oxygenase-1
(HO-1), super oxide dismutase (SOD), catalase,

만성 역류성 식도염 동물 모델에 대한 黃柏 물 추출물의 식도 점막 보호 효과

glutathione peroxidase-1/2 (GPx-1/2), phosphorylation
of nuclear factor-kappa B p65 (NF-κBp65), inhibitor
of nuclear factor kappa B alpha (IκBα), phosphorylation
inhibitor of nuclear factor kappa B alpha (p-IκBα),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terleukin-6 (IL-6), histone,
β-actin과 2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Protease inhibitor
mixture,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는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에서 구입
하였다. 2', 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
와 Dihydrorhodamine 123 (DHR123)는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에서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는 GE Healthcare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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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PPH 및 ABTS radical 소거 활성 측정
추출한 시료의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은 Blosis
법에 의해 측정하였다30). 60 μ DPPH 용액 100 ㎕와 시료를

M

농도별로 희석한 용액 100 ㎕를 혼합하여 30분간 암소상태로
방치한 후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pro, Tecan,
Switzerland)로 54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양성대
조물질로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IC50 값은 free
radical 농도를 절반으로 감소시킬 때 필요한 시료의 양으로
나타내었으며,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값을 구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ODcontrol – ODsample)/ODcontrol}×100
ODcontrol : 시료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 흡광도
ODsample : 시료가 들어간 경우 흡광도

백질 정량을 위한 BCA protein assay kit는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다.

ABTS free radical 소거능은 Re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31).

3) 실험 동물

7 mM ABTS용액과 2.45 mM의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실온의 암소 상태에서 약 16시간 이상 방치하여

SD 흰쥐 5주령 (130∼150 g) 수컷을 대한바이오 (음성,

ABTS+을 형성시킨 후 415 ㎚에서 흡광도 값이 0.70 ±

한국)에서 구입하여 1주일 동안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0.02이 되게 ethanol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용액 95 ㎕에 시료
5 ㎕를 가하여 15분 동안 방치한 후 Microplate reader (Infinite

실험에 사용 하였으며, 동물 사육실의 조건은 conventional
system으로 온도 22±2℃, 습도 50±5%, 명암주기 (light :
dark cycle)는 12시간 주기로 조절하였으며, 사료 (조단백질
18% 이상, 조지방 5.0% 이상, 조섬유 5.0% 이하, 조회분
8.0% 이하, 칼슘 1.0% 이상, 인 0.85% 이상, 칼륨 0.55% 이
상, 나트륨 0.25% 이상, 마그네슘 0.15% 이상, NIH-41,
Zeigler Bros, Inc., Gardners, PA, USA)와 물을 충분히 공
급하였다. 그리고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검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한의대학교 동물 실험 윤리위원
회의 승인 (DHU2020-012)을 얻어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동
물관리 규정을 준수하였다.

M200 pro, Tecan, Switzerland)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양성대조물질로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흡광도는 아
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값을 구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ODcontrol – ODsample)/ODcontrol}×100
ODcontrol : 시료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 흡광도
ODsample : 시료가 들어간 경우 흡광도

3) 만성 역류성 식도염 유발 및 동물 처치
수술 전, 24시간 절식 후 Zoletile mixture (Vibrac,

2. 방법

France)을 25 ㎎/㎏ 복강 주사하여 마취한 뒤 수술을 진행하

1)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였다. 제모기로 복부 털을 제거하고 복간 정중부를 2 ㎝ 정도
개복하여 대만부위 (limiting ridge)를 블랙 실크 (1-0)실로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에 의해 측정하였다28).

묶고, 날문부위에는 latex ring (18-Fr Nelaton catheter,

시료 10 ㎕에 증류수 790 ㎕,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50 ㎕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분간 반응시킨 후 150

2 ㎜ in thickness)을 끼워 나일론 (5-0)으로 묶은 후, 복막과
피부를 봉합하였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3일간 항생제

㎕의 20% sodium carbonate를 첨가하였다. 실온에서 2시간

(Gentamicin sulfate)와 소염제 (Dexamethasone)를 희석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pro,
Teca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765 ㎚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하여 피하주사 하였다. 수술 24시간 후 물을 공급해주었으며,
수술 48시간 후 사료를 공급해주었다. 1주일간 회복기를 거

다음, 표준물질 gallic acid를 사용하여 표준 검량선을 구하고

친 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정상군 (Nor), 만성 역류성

시료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산출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Lister 등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

식도염 유발 후 증류수를 투여한 대조군 (Con), 만성 역류성
식도염 유발 후 200 ㎎/㎏ 黃柏 물 추출물 투여군 (PC) 총 3

다29). Diethylene glycol 1 mL와 시료 추출물 100 ㎕와 1 N

그룹으로 무작위 분류하였으며, 모든 그룹은 매일 일정한 시

NaOH 10 ㎕를 잘 혼합시켜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pro, Tecan,

간에 몸무게 및 사료 섭취량을 측정하였고, 약물은 1일 1회
14일 동안 경구 투여하였다.

Switzerland)를 이용하여 42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naringin을 사용하였으며, 표준 검량선을 구하
여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산출하였다.

4)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 마커 측정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 마커인 ROS 값은 Ali 방법으로 측정
32)

하였다 . 1 mM EDTA,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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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7.4)와 혈청을 혼합한 후, 25 mM DCFH-DA를 첨가하여
형광 광도계 (Infinite F200 pro, Tecan, Switzerland)를 이

부위의 면적을 측정한 후, 식도 전체 면적과 비교하여 비율
(%)로 표시하였다.

용해 0분부터 매 5분씩 emission 파장 535 ㎚와 excitation
파장 485 ㎚를 이용하여 30분간 측정한 값을 계산하였다.
ONOO-는 Kooy 방법으로 측정하였다33). DHR123 buffer
(rodamin buffer, 5 mM DTPA, 10mM DHR123)와 혈청을
혼합한 후, 37℃에서 5분간 교반하였다. 그 다음 형광 광도계
(Infinite F200 pro, Tecan, Switzerland)를 이용해 0분부터
매 5분씩 emission 파장 535 nm와 excitation 파장 485 ㎚
에서 30분간 측정한 값을 계산하였다.

The gross mucosal damage ratio (%)
= [width of area with esophageal mucosal injury (㎜2)
/width of total area of esophagus (㎜2)] × 100

7) 통계분석
In vitro의 수치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in vivo의 수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SPSS (Version 25.0,
IBM,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one-way analysis

5) 식도 조직 Western blotting
식도의 세포질을 얻기 위해 100 mM Tris-HCl (pH 7.4),
5 mM Tris-HCl (pH 7.5), 2 mM MgCl2, 15 mM CaCl2,

of variance (ANOVA) test를 실시한 후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LSD)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각 군의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P < 0.05에서 검증하였다.

1.5 M sucrose, 0.1 M DTT,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첨가한 buffer A를 넣고 tissue grinder (Biospec Product,
Bartlesville, OK, USA)로 분쇄한 후 10% NP-40 용액을
첨가하였다. 아이스 위에서 30분간 정치시킨 후 12,000 rpm
으로 2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핵을 얻기 위해 10% NP-40가 더해진 buffer A
에 두 번 헹구고 100 ㎕의 buffer C (50 mM HEPES, 50
mM KCl, 0.3 mM NaCl, 0.1 mM EDTA, 1 mM DTT, 0.1
mM PMSF, 10% glycerol)를 첨가해 재부유시킨 후 10분마
다 vortex를 3번 하였다. 4℃에서 12,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 한 후 핵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얻어 −80℃에
서 각각 냉동 보관하였다. 세포질의 NOX4, p47phox, p22phox,
HO-1, SOD, catalase, GPx-1/2, IκBα, p-IκBα, iNOS,
TNF-α, IL-6, β-actin 단백질과 핵에서의 Nrf2, NF-κ
Bp65, histone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10 ㎍의 단
백질을 8-12% SDS 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연동
후, acrylamide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

Ⅲ. 결

과

1.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PC 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
한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은 36.05 ± 0.25 ㎎/g으로 나타
났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72.90 ± 0.61 ㎎/g으로 나
타났다 (Table 1).
Table 1.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Phellodendri Cortex Extract
Sample name

Total polyphenol
(㎎/g)

Total flavonoid
(㎎/g)

Phellodendri Cortex

36.05 ± 0.25

72.90 ± 0.61

All values are expressed mean ± SEM of three replications

시켰다. 준비된 membrane에 각각의 1차 antibody를 처리하여
4℃에서 overnight 시킨 다음 PBS-T로 6분마다 5회 세척하
고, 각각 처리된 1차 항체에 사용되는 2차 항체 (PBS-T로

2. DPPH 및 ABTS radical 소거 활성 측정

1:3000로 희석해서 사용)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양성대조물

킨 후, PBS-T로 6분마다 5회 세척하였다. 그리고 membrane
을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용액 에 노출시킨 후,

질인 L-ascorbic acid의 IC50 값은 1.67 ± 0.03 ㎍/㎖으로

Sensi-Q2000 Chemidoc (Lugen Sci Co., Ltd., Seoul,
Korea)에 감광시켜 단백질 발현을 확인한 후, 해당 band를
ATTO Densitograph Software (ATTO Corporation, Tokyo,
Japa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각 그룹의 단백질
수준은 정상군의 단백질 수준으로 나누어 상대적 비로 나타내
었다 (represented as 1).

6) 식도 육안적 관찰
식도 조직을 분리한 후 수술용 가위를 이용하여 식도를 세

나타났고, PC 물 추출물의 IC50 값은 43.58 ± 1.54 ㎍/㎖으로
나타났다.
ABTS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양성대조물
질인 L-ascorbic acid의 IC50값은 3.57 ± 0.04 ㎍/㎖으로
나타났고, PC 물 추출물의 IC50 값은 36.75 ± 0.35 ㎍/㎖으로
뛰어난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Table 2).
Table 2. Scavenging Activity (IC50) of Phellodendri Cortex Extract
on DPPH and ABTS Free Radical
Sample name

DPPH free radical ABTS free radical
(㎍/㎖)
(㎍/㎖)

로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식도 내부는 적당량의 0.9% NaCl로
세척한 후 깨끗한 모눈종이 위에 전개했으며, 광학 디지털 카

L-ascorbic acid

1.67 ± 0.03

3.57 ± 0.04

메라 (DSCHX50V, Sony,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촬영

Phellodendri Cortex

43.58 ± 1.54

36.75 ± 0.35

하였다. 손상된 식도 점막 측정은 I-Solution lite (Innerview
Co., Gyeonggido, Kore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손상

All values are expressed mean ± SEM of three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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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도점막 손상도 측정
식도 점막의 손상 정도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정상군의 식도 점막에서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만성 역류성 식도염 유발 후 증류수를 투여한 대조군은 손상

면적이 16.27 ± 0.81%로 식도의 중간 부위와 말초 부위에서
점막 손상과 궤양이 발견되었으며, PC 투여군 (8.75 ± 1.2%)
에서는 식도의 말초 부위에 점막 손상과 궤양이 발견되었으나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Fig. 1. The gross mucosal injury evaluation in esophagus tissue. A representative gross image after surgical induction; (A), the opened
gross mucosal injury; (B), gross mucosal injury ratio; (C), Nor; normal rats, Con; chronic reflux esophagitis control rats, PC; Phellodendri
Cortex extract 200 ㎎/㎏ body weight/day-treated chronic reflux esophagitis rats. Data are mean±SD (n=8). Significance: ###P < 0.001
vs. Nor rats and ***P < 0.001 vs. CRE control rats.

4.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마커 및 염증유도효소
발현 측정

5. 식도 조직 내 NOX4, p47phox 및 p22phox
단백질 발현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만성 역류성 식도염 유발 동물 모델의 산화적
-

식도 조직에서 Western blot을 실시하여 ROS의 중요 세포
phox

phox

스트레스 바이오마커인 ROS와 ONOO 를 혈청 내에서 측정

공급원인 NOX4, p47

하였으며, Western blot을 통한 조직 내의 염증유도효소인
iNOS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ROS 측정 결과, 정상군 (6646

NOX4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정상군 (1.00 ± 0.05) 대비
대조군 (1.29 ± 0.05)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나, 대조군

± 746 fluorescence/min/㎖) 대비 대조군 (27800 ± 2149

대비 PC 투여군 (1.03 ± 0.06)에서 유의성 있게 낮게 나타

fluorescence/min/㎖)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 (22251 ± 1438 fluorescence/min/㎖)에서

났으며, p47 의 경우, 정상군 (1.00 ± 0.05) 대비 대조군
(1.25 ± 0.03)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 대비

-

및 p22

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phox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또한, ONOO 정상군 (7538 ± 376

PC 투여군 (0.97 ± 0.07)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fluorescence/㎖) 대비 대조군 (9259 ± 129 fluorescence/
㎖)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

p22 도 정상군 (1.00 ± 0.06) 대비 대조군 (1.31 ± 0.09)
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

(7071 ± 336 fluorescence/㎖)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

(0.95 ± 0.04)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Fig 3).

났다. iNOS의 경우, 정상군 (1.00 ± 0.10) 대비 대조군
(2.61 ± 0.22)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 (1.97 ± 0.06)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Fig. 2).

ph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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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rum ROS and ONOO levels. expression of oxidative factors in serum.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 peroxynitrite (ONOO );
(B),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protein expressions; (C). Nor; normal rats, Con; chronic reflux esophagitis control rats, PC;
Phellodendri Cortex extract 200 ㎎/㎏ body weight/day-treated chronic reflux esophagitis rats. Data are mean ± SD (n=8). Significance:
##
P < 0.01, ###P < 0.001 vs. Nor rats and *P < 0.05, ***P < 0.001 vs. CRE control rats.

phox

phox

Fig. 3. Expressions of NADPH oxidase proteins. NADPH oxidase 4 (NOX4), p47 , and p22
protein expressions. Nor; normal rats, Con;
chronic reflux esophagitis control rats, PC; Phellodendri Cortex extract 200 ㎎/㎏ body weight/day-treated chronic reflux esophagitis
##
###
rats. Data are mean ± SD (n=8). Significance: P < 0.01, P < 0.001 vs. Nor rats and **P < 0.01 vs. CRE control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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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도 조직 내 항산화 단백질 발현량 분석
식도 조직에서 Western blot을 실시하여 항산화 관련 단백
질인 Nrf2, HO-1, SOD, catalase, GPx-1/2의 발현을 확인
하였다. Nrf2의 경우, 정상군 (1.00 ± 0.05) 대비 대조군
(0.64 ± 0.06)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 (1.07 ± 0.11)에서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HO-1도 정상군 (1.00 ± 0.04) 대비 대조군 (0.73 ±
0.06)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 (0.91 ± 0.02)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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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의 경우, 정상군 (1.00 ± 0.05) 대비 대조군 (0.81 ±
0.05)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
(0.99 ± 0.07)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Catalase의 발
현은 정상군 (1.00 ± 0.06) 대비 대조군 (0.79 ± 0.02)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 (0.98 ±
0.05)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GPx-1/2의 경우, 정상
군 (1.00 ± 0.07) 대비 대조군 (0.74 ± 0.04)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 (0.94 ± 0.06)에
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4, 5).

Fig. 4. Expressions of anti-oxidation related proteins. Nuclear factor 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 and heme oxygenase-1 (HO-1) protein
expressions. Nor; normal rats, Con; chronic reflux esophagitis control rats, PC; Phellodendri Cortex extract 200 ㎎/㎏ body weight/day##
treated chronic reflux esophagitis rats. Data are mean ± SD (n=8). Significance: P < 0.01 vs. Nor rats and *P < 0.05, **P < 0.01 vs. CRE
control rats.

Fig. 5. Expressions of anti-oxidant enzymes.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and glutathione peroxidase-1/2 (GPx-1/2) protein
expressions. Nor; normal rats, Con; chronic reflux esophagitis control rats, PC; Phellodendri Cortex extract 200 ㎎/㎏ body weight/day#
##
###
treated chronic reflux esophagitis rats. Data are mean ± SD (n=8). Significance: P < 0.05, P < 0.01, P < 0.001 vs. Nor rats and *P < 0.05
vs. CRE control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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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도 조직 염증성 단백질 발현량 분석
1) NF-κBp65와 p-IκBα염증성 전사인자 발현량 분석
식도 조직 내에서 Western blot을 실시하여 NF-κ
Bp65와
p-IκBα
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NF-κ
Bp65는 정상군
(1.00 ± 0.07) 대비 대조군 (1.46 ± 0.09)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 (0.99 ± 0.09)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또한, p-Iκ
Bα
도 정상군 (1.00 ±
0.10) 대비 대조군 (1.64 ± 0.13)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2) TNF-α및 IL-6 염증성 단백질 발현량 분석
식도 조직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및 IL-6의 발
현을 확인한 결과, TNF-α는 정상군 (1.00 ± 0.12) 대비 대
조군 (2.09 ± 0.19)에서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 (1.54 ± 0.10)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
으며, IL-6의 경우 정상군 (1.00 ± 0.10) 대비 대조군 (1.68
± 0.19)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
여군 (1.22 ± 0.05)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Fig. 7).

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 (1.23 ± 0.05)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6).

Fig. 6. Expressions of inflammation related proteins. nuclear factor-kappa Bp65 (NF-κ
Bp65), phosphorylation inhibitor of nuclear factor
kappa B alpha (p-Iκ
Bα
) protein expressions. Nor; normal rats, Con; chronic reflux esophagitis control rats, PC; Phellodendri Cortex extract
###
200 ㎎/㎏ body weight/day-treated chronic reflux esophagitis rats. Data are mean ± SD (n=8). Significance: P < 0.001 vs. Nor rats and
*P < 0.05, **P < 0.01 vs. CRE control rats.

Fig. 7.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 and interleukin-6 (IL-6) protein expressions. Nor; normal rats, Con; chronic reflux esophagitis
control rats, PC; Phellodendri Cortex extract 200 ㎎/㎏ body weight/day-treated chronic reflux esophagitis rats. Data are mean ± SD
(n=8). Significance: ##P < 0.01, ###P < 0.001 vs. Nor rats and *P < 0.05 vs. CRE control rats.

33

만성 역류성 식도염 동물 모델에 대한 黃柏 물 추출물의 식도 점막 보호 효과

IV. 고

hydroxyl radicals (․OH), hydrogen peroxide (H2O2) 등을
포함하며, RNS는 nitric oxide (NO․), nitrogen dioxide

찰

黃柏 (황백, Phellodendri Cortex, PC)은 운향과 (rutaceae)

(NOO․), peroxynitrite (ONOO-) 등을 포함하는데, RNS 중

식물인 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의
주피를 벗겨내 말린 줄기껍질로21), 苦, 寒, 無毒하고, 膀胱 ․

iNOS에 의해 다량 생성된 NO는 활성산소인 O2 와 결합하여
ONOO-와 같은 맹독성 물질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산화 및

腎 ․ 大腸經으로 귀경하며, 瀉火解毒, 淸熱燥濕, 淸心除煩, 滋

지질 과산화를 유도하여 급격한 세포독성을 야기하며, H2O2

陰降火, 苦味健胃하는 효능이 있어, 瘡瘍腫毒, 黃疸, 骨蒸勞熱,
濕熱瀉痢, 口苦, 帶下를 치료한다34). 黃柏은 수피에 berberine

에 비해 반응속도가 빨라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손상을 유발
한다. 뿐만 아니라, NADPH oxidase (NOX)는 세포막 효소

을 함유하고 있는 天然生理活性물질로서, 소염기능 및 심장박동

단백질 (membrane bound enzyme complex)로써, ROS의

촉진효과 뿐만 아니라 항궤양, 항염증 및 항균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3-5).

중요한 세포 공급원이며 식세포의 plasma membrane에서
찾을 수 있고, 주로 미생물에 대항하는 숙주의 방어 기작으로

위식도 역류질환은 하부식도 조임근의 불안정한 활동으로

O2-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37). 혈청 내 ROS, ONOO-의

인해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 점막 손상을
야기시켜 합병증이 유발되는 질환으로, 주로 가슴앓이, 위산

수치와 iNOS 단백질 발현을 확인한 결과, ROS와 ONOO 는
정상군 대비 대조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대조군

역류로 인한 속 쓰림과 같은 증상이 일어난다1-4). 위식도 역

대비 PC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류질환의 치료제로 제산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s) 및 히
스타민 H2 수용체 길항제 (H2RA)가 있으나, 장기간 치료 시

western blot을 통한 iNOS, NOX4, p47 와 p22 의 발
현 측정 결과, 정상군 대비 대조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

재발 가능성과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보고가 되어있다35). 따라서

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만성 역류성 식도염 증상 개선에 유효한 효과를

(Fig. 2, 3). 이를 통해 PC의 투여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
적으로 감소시켜 식도 손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黃柏 물

Nrf2는 발암과정 및 활성산소종에 대항하는 전사인자로서,

추출물의 in vitro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
대로, in vivo 실험을 통해 黃柏 물 추출물이 만성 역류성 식

세포가 활성산소종이나 친전자성 물질에 의해 자극을 받게 되
면 Nrf2가 활성화되어 핵 내로 이동하고 핵 내에 존재하는

도염 동물 모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만성 역류성 식

antioxidant response element (ARE)와 결합함으로써 항산

도염을 유발한 후 14일간 黃柏 물 추출물을 경구 투여하여 육
안적 손상면적, 혈청 내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 마커, Western

화 효소의 발현을 조절하며, 이러한 항산화 효소들은 생성된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시킨다38). HO-1은 세포 내 산화 스

blot을 통한 혈청 내 산화효소, 항산화 관련 인자, 염증 유도

트레스와 ROS 생성에 대한 세포 산화 환원 항상성 유지하는

효소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黃柏 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폴리페놀

역할을 하며, Nrf2에 의해서 유도된 HO-1은 대식세포에서
LPS로 유도된 ROS 생성과 염증 방어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DPPH 및 ABTS free radical 소거

하는 항산화 효소로 알려져 있다. 또한 HO-1에 의해 생성되

능을 확인하였다. 黃柏 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
이드를 측정한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은 36.05 ± 0.25 ㎎/g

는 철, 일산화탄소, biliverdin 등의 분해 생성물들이 항염,
항산화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다39). Western

으로 나타났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72.90 ± 0.61 ㎎/g

blot을 통한 Nrf2와 HO-1의 실험 결과, 정상군 대비 대조군

으로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 측정 결과, 黃柏 물 추출물의

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 4).

-

-

phox

phox

IC50 값은 43.58±1.54 ㎍/㎖으로 나타났으며, ABTS free

인체는 활성산소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항산화체계를 보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黃柏 물 추출물의 IC50 값은
36.75 ± 0.35 ㎍/㎖으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Table

유하고 있다. 항산화체계는 효소적·비효소적 방어기전으로
구분되는데, 효소적 방어기전으로 항산화효소는 H2O2의 전환을

1, 2).

촉매하는 superoxide dismutase (SOD), H2O2를 물과 산소로

만성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 동물 모델에 黃柏 물 추출물을
14일간 투여한 후 식도 조직을 적출하여 육안적으로 관찰한

전환시키는 catalase, H2O2를 물로 환원시키는 glutathion
peroxidease (GPx)효소 등이 있다40). 식도 조직을 이용한

결과, 정상군은 식도 점막의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조

western blot을 통해 항산화 단백질인 SOD, catalase,

군에서는 만성 역류성 식도염 유발로 인한 하부식도의 점막
손상 및 궤양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PC 투여군에서는 대조

GPx-1/2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상군 대비 대조
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에서

군에 비하여 식도 점막의 손상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나타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Fig. 5). 이와 같은 결과로 黃柏 물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화적 스트레스가 만성 역류성 식도염

추출물이 만성 역류성 식도염 동물 모델에서 Nrf2 항산화 경
로를 통한 항산화 체계로 인해 손상된 식도 점막의 보호 효과가

발병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13,14). 산화적

있다고 사료된다.

스트레스는 ROS의 과도한 생리적 이용 가능성으로 정의되며,
체내의 ROS 및 RNS의 생성계와 제거계의 불균형으로 세포

NF-κB는 핵 내 전사요소로써, 세포 내 산화·환원 상태 (Redox
status)에 의해 조절된다. 세포질에서 NF-κB는 IκBα에 접합

사멸과 조직 손상을 일으켜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산화적 손

되어 비활성인 상태로 존재하다가 산화적 스트레스 등의 자극에

36)

-

상을 야기한다 . 이 중 ROS는 superoxide anion (O2 ),

의해 인산화되면서 IκBα로부터 분리되고 핵 안으로 유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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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 유전자 위치에 결합하여 염증 관련 유전자들의 핵심적인
전사 조절의 역할을 하면서 염증반응을 촉진한다41). Western

감사의 글

blot을 통해 NF-κBp65와 p-IκBα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 정

이 논문은 17년도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한 중견연구자지

상군 대비 대조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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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에 의해 발현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측정한 결과,
TNF-α과 IL-6에서 정상군 대비 대조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으나, 대조군 대비 PC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Fig. 7). 이는 黃柏 물 추출물이 만성 역류성 식도염 동물 모
델에서 염증 관련 단백질의 비활성화로 인한 염증성 사이토카
인의 억제를 통해 손상된 식도 점막을 보호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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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Allium hookeri is a well-known traditional herbal remedy and its root used for treatment of inflammation
and tumor. However, the mechanism of anti-inflammatory effect of Allium hookeri is still unknow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chanism of anti-inflammatory effect of Allium hookeri on mouse macrophage cell line,
RAW 264.7 cells.
Methods : Anti-oxidant effect of water extract of Allium hookeri (WEAH) was measured by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assay. 3- (4,5-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m (MTS) assa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WEAH on cell viability in
RAW 264.7 cells. In addition, anti-inflammatory effect of WEAH was investigated in RAW 264.7 cells. Inflammation
of RAW 264.7 cells induced by lipopolysarccharide (LPS) treatment and expression levels of inflammatory cytokine
interleukin 1 β (IL-1β) and interleukin 6 (IL-6) gene were analyzed using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
(qRT-PCR) analysis. Furthermore, the phosphorylation of inhibitor of nuclear factor kappa B (IκBα) after LPS
treatment with WEAH-treated RAW 264.7 cells was confirmed by immunoblot analysis.
Results : WEAH showed a strong anti-oxidant effect and no cytotoxicity to RAW 264.7 cells up to 2 ㎎/㎖concentration.
The LPS-induced mRNA expression levels of IL-1β and IL-6 were decreased by WEAH treatment. Furthermore,
the LPS-induced phosphorylation of IκBα is attenuated by WEAH treatment.
Conclusions : Through experimental demonstration of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WEAH, we
suggest that Allium hookeri is a valuable material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various inflammatory diseas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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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19)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있다 . 하지만 이러한 작용이
어떠한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론

염증반응은 신체의 기초적인 방어 기작 중 하나로 외부로

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에는

부터 가해지는 신체에 물리적, 화학적 자극 혹은 세균 등 병
원성 물질의 침투 등 위험 자극에 대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water extract of Allium hookeri (WEAH)의 대식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일종의 면역 반응이다. 염증

세포인 RAW 264.7 세포에서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반응은 만성 염증 반응과 급성 염증 반응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급성 염증반응은 대식세포에 의해 조절되며, 대식세포가 활성

하였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IL-1β와 IL-6의 mRNA 발현과
이를 조절하는 NF-κB 신호 전달 활성화를 IκBα인산화의 측

화되어 전염증성 인자(pro-inflammatory mediators)를 만

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삼채 추출물의 항염 효능에 관한 결

들어 염증반응을 유도한다. 전염증성 인자에는 염증성 사이토
카인(inflammatory cytokine), 산화질소(nitric oxide), 프

과를 확인하였다.

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등이 존재한다.1,2,3)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대표적으로 interleukin(IL)-1β
와
interleukin(IL)-6가 알려져 있으며 공통적으로 발열반응을

Ⅱ. 재료 및 방법

유도한다4,5,6). 염증반응이 유도된 대식세포에서는 이들 사이

1. 재료

토카인을 분비하여 다른 전염증성인자인 산화질소의 합성을
유도하여 대식 작용에 이용하거나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1) 약재

유도하여 모세혈관 확장을 통해 면역세포의 반응에 참여하는
것을 보조한다. 각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대식세포에서 NF-κ
B
신호 전달이 활성화되어 Iκ
Bα
가 인산화되어 발현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
전염증성 인자는 면역반응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지만, 과다
하게 생성되거나 염증반응 이후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병원체나 손상된 세포 이외에도 인접한 정상 조직까지 대식
작용 등을 통해 손상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조직이나 신경 손상
등 염증성 질환을 초래한다9). 이러한 염증성 질환은 대표적으로
류마티스성 관절염, 위염, 천식 등이 있으며, 임상에서 그 비
중이 큰 질병인 만큼 염증반응을 조절함으로써 염증성 질환의
방지 및 치료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 화장품이나 약품 등 여러 분야에서 제작과정에서 사용된
화학성분에 의한 염증성 질환과 같은 부작용의 해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천연자원의 이용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 때문에
현재 항염증 활성을 띠는 천연물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역시
10,11,12)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三菜(Allium hookeri)는 백합과(Liliaceae) 파속(Allium
L.)에 속하는 다년생초로 단맛, 매운맛, 쌉쌀한 맛이 난다고
하여 삼채(三菜)라고 부르며 나며 인삼 맛이 난다고 하여 삼채
(蔘菜)라고 불리고, 히말라야 산맥 해발 1400-4200미터 지
역의 초고랭지역이나 숲 또는 습지에서 자생하며 주로 인도,
13)

미얀마,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생리학적 및 약리학적 활성 효과가 잘 알려진 파속 식물인
삼채의 천연 유황은 사포닌의 주영양성분으로 인삼의 3000
14)

∼ 6000배, 산삼의 6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 단백질,
섬유소, 당, total phenol, ascorbic acid 등이 양파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15,16,17).
그 이외에 삼채(三菜)에는 gallic acid, chlorogenic acid,
protocatechuic acid, hydroxybenzoic acid, vanillic acid,

본 실험에 사용된 삼채는 경북 청송 삼채 재배 농가로부터
2018년 5월에 제공(NO:2018-0518) 받아 기원의 진위와 품
질을 자체 검증하였고, 약재는 ultrasonic cleaner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을 위해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WELGENE, Korea), fetal bovine serum (WELGENE,
Korea), 100 U/㎖ penicillin-streptomycin (WELGENE,
Korea), DPBS (Corning, USA), trypsin-EDTA (WELGENE,
Korea), potassium persulfate (sigma, USA), ABTS (Sigma,
USA), MTS solution (Promega, USA), SuperSignal West
Dura Extended Duration Substrate (Thermo Fisher,
USA), Hybrid-R RNA purification kit (GeneAll, Korea),
Qubit RNA Assay Kit (Molecular probes, USA), M-MLV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USA), RNase inhibitor
(Enzynomics, Korea), anti-p-IκBα(Cell signaling, USA),
anti-Iκ
Bα(Cell signaling, USA), anti-Gapdh (Meridian
life Science/Meridian Bioscience, USA) 등이 사용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CO2 incubator (Thermo, USA),
filter paper (Advantec No.2, Japan),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Japan), 동결건조기(IlshineBioBase,
Korea), ultrasonic cleaner (Branson, USA),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EMax Plus, USA), The Qubit
2.0 Fluorometer (Invitrogen, USA), AriaMx (Agilent,
USA) 등이다.

2. 방 법
1) 삼채 열수 추출물 제조

ferulic acid, sinapic acid, catechin, rutin 등 페놀성 화합

건조된 삼채 뿌리 25 g을 증류수 1,000 ㎖에 끓는 시점부터

물과 allicin을 포함한 alkyl thiosulfinate 형태의 함황화합
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18).

2 시간 동안 가열해 추출하였다. 이후 filter paper에 감압 여
과한 추출액을 4,000 x 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현재 삼채 열수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에 의해 염증성 사

분리하였다. 분리한 상층액을 동결 건조해 WEAH를 제작하

이토카인인 IL-6와 TNF-α의 발현과 산화질소의 발현을 억제

였으며, 동결건조 삼채 추출물은 4 g으로 수득률은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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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은 불용성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증류수에 50 ㎎/㎖으로
녹여 13,000 x g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만을 분리

체하여 24시간 반응시킨 뒤에 염증반응을 유도하였다. 염증
반응은 각 well에 100 ng/㎖의 LPS를 처리하여 유도하였다.

하여 세포에 처리하였다.

WEAH가 처리된 media를 제거한 뒤 PBS를 이용하여 세척
하고 Hybrid-R RNA purification kit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RNA를 The Qubit 2.0 Fluorometer를

2)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한 세포는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 세
포로 ATCC에서 구매해 실험에 사용하였다. 표준 세포 배양
법인 37℃, 5% CO2 조건을 유지하여 배양하였으며,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에 10% (v/v) fetal bovine serum 과
1% (v/v) Penicillin-Streptomycin을 첨가하여 세포를 배양
하였다.

통하여 정량해, 500ng을 random hexamer (100 pmol/㎕)
1 ㎕, dNTP mix (10 mM) 1 ㎕와 혼합하고 DEPC-treated
water를 이용해 8 ㎕로 부피를 조정해 65℃에서 5 분간 반응
시켰다. 반응 후 얼음에 냉각시킨 다음, 5X M-MLV RT
reaction buffer 4 ㎕, M-MLV reverse transcriptase 1 ㎕,
RNase inhibitor 1 μL, DEPC-treated water 4 ㎕를 첨가
하여 상온에서 10분간 둔 뒤, 50℃에서 1 h 동안 반응시켜

3) 항산화 효능 평가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assay를 이용하여 WEAH의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1:1 부피 비로 혼합한 Potassium persulfate
2.4 mM, ABTS 7 mM을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차광한 상
태로 반응시켜 ABTS free radical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제
작된 ABTS free radical 용액을 650 ㎚ 흡광도가 0.7 부근이
되도록 D.W로 희석하여 ABTS working 용액을 만들었다.
이후 ABTS working solution 80 ㎕와 sample 20 ㎕를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분주하여 혼합해 4 분간 차광된 상태로
반응시켰다. 650 ㎚의 흡광도를 microplate reader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아래 식을 기반으로 하여 항산화 효능은
다음 식을 평가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sample  Asampleblank
=    × 
A



blank



cDNA를 합성하였다. 반응이 끝난 cDNA를 D.W를 이용해
1/5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X Prime Q-master
mix 10 ㎕, 10 pmol/㎕의 forward primer와 reverse
primer를 각각 1.5 ㎕, nuclease free water 5.5 ㎕, cDNA
3 ㎕를 넣은 뒤 95℃에서 denaturation 20 s, 58℃에서
annealing 20 s, 72℃에서 elongation 20 s를 40 cycle 실시
하는 조건에서 AriaMx 를 이용하여 qRT-PCR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primer는 다음과 같다. IL-1β
, 5'-AGG TCA
AAG GTT TGG AAG CA-3', 5'-TGA AGC AGC TAT
GGC AAC TG-3'; IL-6, 5'-GTC CTT CAG AGA GAT
ACA GAA ACT-3', 5'-AGC TTA TCT GTT AGG AGA
GCA TTG-3'; β
-actin, 5'-ATCA CCC ACA CTG TGC
CCA TCT ACG', 5'-CAG CGG AAC CGC TCA TTG CCA
ATG-3'

6) 면역 블롯 분석
RAW 264.7 세포를 PBS로 세척한 뒤, tris-triton lysis
buffer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단백질은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

4) 세포 독성 평가
대식세포의 활성도에 WEAH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3-(4,5-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raz
olium, inner salt (MTS) assay를 수행하였다. 96-well
plate에 3,000 cells/well로 RAW 264.7 세포를 분주하여 24
시간 동안 배양하여 준비한 뒤, WEAH를 농도별로 각 well에
처리하여 다시 배양하였다. 24 시간 동안 추가로 배양한 뒤에
각 well에 MTS 시약을 첨가하여 490 ㎚에서 흡광도를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시료를 처리한 세포의 활성도를 아래
의 식에 적용하여 시료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의 상대적
인 세포 활성도를 측정, 평가하였다.

PAGE)를 이용하여 분리해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이후 5% skim milk를 PBS-T에 녹여 blocking
buffer를 사용해 1시간동안 처리하여 항체의 비 특이적인 결합
을 억제하였다. 그 후 blocking buffer에 희석된 anti-p-Iκ
Bα
(1:500), anti-IκBα (1:500), anti-GAPDH (1:2000)을
4℃에서 1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결합하지 않은 antibody를
PBS-T로 세척하고 Super Signal system을 이용하여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secondary antibodies
에 결합해 얻어진 신호를 확인하였다.

7)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대조군에 관한 실험군의 유의성은 Student's t-test를 이
용하여 p < 0.05 일 때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포 활성도 (%)
=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 대조군의 흡광도) × 100 (%)

Ⅲ. 결

과

5) Quantitative RT-PCR
5

RAW 264.7 세포를 3×10 cells/well로 6-well culture
dish에 분주해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각 well을
WEAH를 2.0 ㎎/㎖ 농도까지 농도별로 처리한 media로 교

1. WEAH의 항산화 효능 측정
WEAH의 항산화 효능을 ABTS assay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 우수한 항산화 효능이 입증된 resveratro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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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였다. WEAH가 첨가되지 않은 증류수 (Distilled water,
D.W.)를 음성대조군으로서 0%로 하여 항산화 효능을 측정한

실험에서 RAW 264.7 세포에 삼채 열수 추출물을 2.0 ㎎/㎖
까지 처리하여 염증 반응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결과, Resveratrol 25 ㎛ 농도에서 48.9 ± 0.95%의 항산화
효능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resveratrol의 우수한
radical 소거능을 말해준다. WEAH 역시 0.25 ㎎/㎖ 농도에서
4.10 ± 0.57%의 항산화 효능을 보였으며, 0.5 ㎎/㎖ 농도
에서 7.81 ± 0.48%, 1.0 ㎎/㎖ 농도에서 17.4 ± 0.21%,
2.0 ㎎/㎖ 농도에서 34.6±0.96%의 항산화 효능이 확인되었
다(Fig. 1).

Fig. 2. Effect of WEAH on cell growth.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 of WEAH for 24 h. Cell growth was
measured by MTS assay. n=3 (biological replicates). Average ±
S.E.M.

3. WEAH 처리에 따른 IL-1β
와 IL-6의 mRNA
발현
WEAH의 RAW 264.7 세포 염증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Fig. 1.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esveratrol and WEAH.
Average±S.E.M. *, p < 0.05 (two-sided t -test, versus control).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4 시간 동안 WEAH를 농도별로 처리
한 후 LPS를 추가적으로 처리하여 염증 반응을 유도하였다.
염증 반응이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2. WEAH의 RAW 264.7 세포 활성도에 대한 활성

유전자들의 mRNA 발현을 qRT-PCR을 통하여 확인하여 염증
반응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발열 작용을 일으키며,

WEAH 처리에 의한 RAW 264.7 세포의 활성도 변화를

면역계, 신경 내분비계, 신경 면역계를 자극한다고 알려진 염

MTS assay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RAW 264.7 세포를 여러
농도의 WEAH을 24 시간 동안 처리하여 MTS assay를 실시

증성 사이토카인 IL-1β와 IL-6의 mRNA 발현 변화를 확인
하였다. LPS로 염증 반응을 유도한 RAW 264.7 세포에

하였다. 가장 높은 농도인 2.0 ㎎/㎖ 농도까지 세포 활성도가

WEAH을 처리한 경우를 처리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과 mRNA

114.6 ± 8.86%로 세포독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1.0 ㎎/㎖
농도에서 102.8 ± 7.20%, 0.5 ㎎/㎖ 농도에서 92.32 ±

발현을 비교한 결과, IL-1β
와 IL-6 모두 현저한 감소가 확인
되었다. WEAH를 0.5 ㎎/㎖ 농도로 처리한 경우, 처리하지

5.00%, 0.5 ㎎/㎖ 농도에서 106.5 ± 1.92%, 0.25 ㎎/㎖

않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IL-1β는 48.5%, IL-6는 51.7%로

농도에서 96.15±6.93%로 세포 활성도에 영향이 확인되었다
(Fig. 2). 이러한 결과는 WEAH이 2.0 ㎎/㎖ 농도까지 RAW

발현이 감소하였으며 1.0 mg/ml 농도에서 각 44.4%, 45.6%,
2.0 ㎎/㎖ 농도에서 각 39.4%, 23.7%로 발현이 감소하였다

264.7 세포에서 독성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추후

(Fig. 3).

Fig. 3. Effects of WEAH on mRNA expression level of IL-1βand IL-6.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 of
WEAH with LPS (1 ㎍/㎖) or without for 24 h. Total RNA was isolated and analyzed for mRNA expression with qRT-PCR. *, p < 0.05 (twosided t -test, versus control). Average±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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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채(三菜) 물추출물이 RAW 264.7 세포의 항산화 및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

4. WEAH의 RAW 264.7 세포에서 Iκ
Bα
의 인산화
억제 효능

이토카인이나, 일산화질소를 생성하도록 유도하여, 대식세포
에서의 전염증성 인자의 생성을 유도할 수 있다.
전염증성 인자로서 대식세포의 대식작용에 이용되는 활성

염증반응은 IκBα
의 인산화 작용을 통해 NF-κ
B 신호 작용을
촉진한다. 이러한 세포 신호전달 체계를 통하여 염증성 사이
토카인 유전자의 mRNA 발현을 촉진한다. WEAH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억제 효능이 IκBα
의 인산화 작용을 통한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immunoblot assay를 수행하였다.
WEAH를 염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 mRNA 발현 촉진이 확
인된 농도로 동일하게 24시간 동안 처리하여 LPS에 의한 염증
반응을 유도해 Iκ
Bα의 인산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 ㎎/㎖
농도에서 WEAH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IκBα
의 인산화가 55%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4).

산소는 염증반응이 끝난 후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게
되면 인접 조직에 산화적스트레스를 주어 세포 사멸이 유도될
수 있다20). 따라서 WEAH의 라디컬 소거능을 확인하기 위해
ABTS assay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WEAH의 염증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거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항산화 효능을 지닌 물질이 NF-κ
B 신호 전달을 억제
하는 방식으로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관련 연구를 통해
매우 잘 알려져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항산화 효능은 물질의
21)

항염증 활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 우수
한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resveratrol을
양성 대조군으로 하여 삼채 열수 추출물의 농도별 라디컬 소
거능을 확인한 결과, WEAH은 농도 의존적인 항산화 효능이
확인되었다. 이후 실제 대식세포에 대한 WEAH의 항염증 활
성의 최적 농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MTS assay를 수행하여,
대식세포에 대한 WEAH의 세포활성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2.0 ㎎/㎖ 농도까지 세포 활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최대
농도 설정 하에 항염증 활성을 확인하였다. WEAH의 농도가

Fig. 4. Effect of WEAH on IkB-αphosphorylation.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 of WEAH with LPS (1
㎍/㎖) or without for 24 h. Immunoblot analysis was performed
with anti-IkB-α, anti-phospho IkB-α anti-bodies; Gapdh as
internal control. Graphical intensity of phospho IkB-α
:IkB-αratio
was measured by ImageJ software.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효능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어 WEAH
에 매우 뛰어난 농도 의존적 radical 소거 활성을 보이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세포에서 방출되는 당단백질의 일종
으로 면역반응을 위한 신호전달에 이용되며 이중 IL-1β
와
IL-6는 염증 초기 단계에 생성되어 내피세포와 백혈구에 작용
하고, 발열을 유발하는 물질로 급성 염증반응이 강하게 나타
날수록 발현이 증가한다. 따라서 염증반응이 유도되었을 때

Ⅳ. 고

찰

발현되는 IL-1β
와 IL-6의 발현을 통하여 해당 조직 및 세포

염증반응은 화학물질이 체내 유입되거나 세균 반응이 일어

에서 염증반응이 얼마나 유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WEAH를 2.0 ㎎/㎖ 농도까지 농도별로 24시간 동안 처리한

났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면역반응이다. 이중 급성 면역반응은

대식세포에 LPS를 처리해 전염증성 인자인 염증성 사이토카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어 진행되며, 프로스타글란딘, 일산화질
소와 함께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전염증성 인자에 의해 조절

인의 mRNA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WEAH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WEAH 2.0 ㎎/㎖을 처리한 뒤 염증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염증성 인자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반응을 유도한 대식세포에서 IL-1β와 IL-6의 mRNA 발현이

인근 조직이 손상되거나 면역질환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대식세포의 염증 반응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절

각 39.4%, 23.7%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들은 WEAH가 농도 의존적으로 각 염증성 사이토카인 유전

해주는 작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여러 물질의 항염증 활

자들의 mRNA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염증성 질환에 대한 치료물질의 개발을 목적

WEAH가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RAW 264.7 세포의 염증 반
응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으로 생리학적 및 약리학적 활성 효과가 잘 알려진 파속 식물

NF-κ
B 신호 전달은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 하나인 삼채를 열수 추출하여 대식세포의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핵심적인 신호전달 체계이며 이러한 신호의 활성화는 Iκ
Bα
인산화효소를 통해 Iκ
Bα단백질의 인산화 및 ubiquitination을

WEAH의 항염증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삼채 열수 추출

통한 분해를 유도하여 결국 전사과정의 활성화를 통한 염증성

물의 활성산소 소거능을 확인하였으며, 염증 반응이 유도된
RAW 264.7 세포에 삼채 열수 추출물을 처리하여 염증성 사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촉진한다
. 따라서 농도별로 WEAH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에 LPS 처리를 통한 염증반응을 유

이토카인의 발현과 NF-κ
B 신호 전달에 의한 인산화 정도를

도하여 IκBα
의 단백질의 인산화를 측정해 NF-κ
B 신호 전달의

기준으로 하여 삼채 열수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RAW 264.7 세포의 염증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WEAH 2.0 ㎎/㎖ 농도
처리에 의하여 대조군과의 비교에서 Iκ
Bα
의 인산화가 55%로

반응은 박테리아 유래 내독소의 일종인 LPS로 유도하였으며,

억제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WEAH에 의한 염증성

LPS는 대식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 전반을 자극해 염증성 사

사이토카인의 전사가 억제되는 것은 NF-κB 신호 전달을 통해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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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Iκ
Bα의 인산화 억제
효과가 전반적인 농도에서 나타나지 않고 가장 높은 농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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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추출물의 Sprague-Dawley rat를 이용한
단회 경구 투여 독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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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Oral Dose Toxicity Study of Black Raspberry Extract
in Sprague-Dawley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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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toxicity after a single oral administration of black raspberry
extract to male and female Sprague-Dawley (SD) rats and to determine the approximate lethal dose (ALD).
Methods : We previously showed that the black raspberry extract repressed the simvastatin-mediated expression of
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 (PCSK9) and improved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
uptake by hepatocytes through the induction of the Low-Density Lipoprotein Receptor expression in hepatocytes.
The groups consisted of black raspberry extract groups, as an oral dose of 2,000 ㎎/㎏ and a control group. 5
weeks SD rats were randomly assigned to 4 groups of 5 rats. Each male and female SD rats were administered
orally once. For 14 days after the administration, mortality, clinical signs, changes in body weight, and necropsy
findings were observed according to the “Standard for Toxicity Study of Pharmaceuticals”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guideline and “Acute Oral Toxicity– Fixed Dose Procedure” of OECD Test Guideline.
Results : There were no cases of mortality in the group administered with 2,000 ㎎/㎏ of male and female, and no
abnormalities in body weight change and clinical signs. Also, no gross abnormalities were observed at the autopsy.
Conclusions : As a result of a single oral administration of the black raspberry extract to SD rats, the ALD was
determined to exceed 2,000 ㎎/㎏ for both male and female SD rats.

1)

Key words : Black raspberry, Rubus coreanus Miquel, Single oral dose toxicity

Ⅰ. 서

론

항산화, 항노화에 관련된 과일, 채소, 그리고 건강 기능성 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1,2)

.

의학기술과 생활수준의 발달로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증

복분자 (覆盆子)는 장미과 (薔薇果)에 속한 낙엽관목 (落葉
灌木)인 복분자 딸기나무 (Rubus coreanus Miquel)의 열매

가하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이다. 성 (性)은 온 (溫), 무독 (無毒)하고, 미 (味)는 감산 (甘酸)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건강 및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 증진,

하다. 간 (肝), 신 (腎)으로 귀경 (歸經)한다. 한의학에서는 발기
부전, 야뇨증, 빈뇨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최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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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triterpenoids, diterpenoids, flavonoids, 그
리고 organic acids 등의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화,
항암, 항염증, 그리고 노화방지와 같은 약리작용이 있는 것으로
3-5)

보고되었다 . 또한 복분자 추출물은 간 건강과 항산화에 도
움을 주는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으나6)
현재 이에 대한 독성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실험모델에서 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 (PCSK9)의 발현을 억제
하는 효능7)을 보인 복분자 추출물의 개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연구로 복분자 추출물의 단회 경구 투여 시 나
타나는 독성을 평가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제

4. 투여용량 및 시험군 구성
본 실험의 예비시험으로 실험동물 암컷, 수컷 각 1마리씩
복분자 추출물 2,000 ㎎/㎏을 단회 경구 투여한 결과 사망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비시험 결과에 따라 본 시험의 투여용량을
2,000 ㎎/㎏으로 설정하였으며, 평균체중을 기준으로 군당 5
마리씩, 암수 각 2군으로 군 분리하였다.
모든 동물은 투여 전에 약 16시간 이상 절식시키고, 투여당
일 체중을 기준으로 투여액량을 산출하여 경구 투여하였다.
투여 후 약 4시간 지나 사료를 급여하였다.

2014-136호8)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에 근거하여 SpragueDawley 랫드에 복분자 추출물의 단회 경구 투여 독성시험을
GLP기관에서 실시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5. 관찰 및 검사

한다.

1) 일반증상
투여당일 (0일)에는 투여 후 30분, 1, 2, 4 및 6 시간째에
일반상태 (독성징후의 종류, 발현시기, 회복시기 등) 및 사망
유무를 관찰하였다. 투여 후 1일부터 14일까지는 매일 1회

Ⅱ. 재료 및 방법

일반증상을 관찰하였다.

2) 체중측정

1. 실험기관

체중은 투여당일 (투여 전), 투여 후 1, 3, 7 및 14일 (부검
일)에 측정하였다.

GLP 기관인 ㈜바이오톡스텍에서 실험의 전 과정을 진행하
였다. 본 실험은 동물보호법 (제4379호, 제13023호)에 근거
한 ㈜바이오톡스텍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승인번호: 150427).

3) 부검
관찰기간 종료 후, 모든 동물에 대해서 isoflurane으로 마취
하여 복대동맥에서 방혈하여 안락사 시키고 부검하였으며 전신
장기·조직에 대하여 상세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였다.

2. 실험물질
본 실험에 사용한 복분자는 ㈜내몸에닿 (울산, 대한민국)에
서 구매하였다. 증류수 3 L에 건조 복분자 300 g을 넣어 90
~ 100℃에서 3시간 가열 추출하였으며, 얻은 추출물을 여과
후 농축, 동결 건조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추출물의 수율은
13.18%였다.

6.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체중 결과는 SAS (version 9.3, SAS
Institute Inc., USA)를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Folded-F 검
정법을 사용하여 등분산성을 검정하였다 (유의수준: 0.05).
등분산인 경우 Student t-test를, 등분산이 기가되면 AspinWelch t-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유의수준:
양측 0.5 및 0.01).

3. 실험동물 및 사육환경
5주령의 Sprague-Dawley (SD)계 랫드 암수 각 12마리를
㈜오리엔트바이오 (성남,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

Ⅲ. 결

며, 입수 시 수컷 체중은 119.3~133.9 g, 암컷 체중은 110.4
~ 123.4 g이었다. 일주일의 순환기간 중 매일 1회 일반증상을
관찰하였으며 순환기간 종료일에 체중을 측정하고 이상이 없
음을 확인하였다.
실험기간 중 사육 환경 조건은 실내온도 22 ± 3℃, 상대
습도 30 ~ 70%, 조명 시간 12시간/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
시), 환기 횟수 10~15회/시간, 조도 150 ~ 300 Lux의 사육
환경을 유지하였고, 실험동물용 고형사료 (Teklad Certified
Irradiated Global 18% Protein Rodent Diet 2918C)와 물을
자유 섭취하도록 하였다.

과

1. 일반증상 및 사망유무
투여 후 30분, 1, 2, 4, 6시간 그리고 1일부터 14일까지
암수 대조군 및 2,000 ㎎/㎏ 투여군에서 일반증상의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사망례 또한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1-3).
따라서 본 추출물의 최소 치사량은 암수 모두 2,000 ㎎/㎏ 이상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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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rtality in Male and Female Sprague-Dawley Rats after Single Oral Treatment of Black Raspberry Extracts.
Sex

Group/Dose
(㎎/㎏)

Days after dosing

No. of
animals

G1
0

Mortality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5

Male
G2
2,000
G1
0
Female
G2
2,000

Table 2. Time-dependent Clinical Signs in Male and Female Sprague-Dawley Rats after Single Oral Treatment of Black Raspberry Extracts
on Day 0.
Group/Dose
(㎎/㎏)

Sex

Hours (Day 0) after dosing

No. of
animals

Clinical sign

5

G1
0

0.5

1

2

4

6

NOA

5

5

5

5

5

5

NOA

5

5

5

5

5

5

NOA

5

5

5

5

5

5

NOA

5

5

5

5

5

Male
G2
2,000
G1
0
Female
G2
2,000
NOA: No Observable Abnormality

Table 3. Clinical Signs in Male and Female Sprague-Dawley Rats after Single Oral Treatment of Black Raspberry Extracts.
Sex

Group/Dose
(㎎/㎏)
G1
0

No. of
animals

Clinical
signs

5

Days after dosin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NO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NO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NO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NO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ale
G2
2,000
G1
0
Female
G2
2,000

NOA: No Observable Abnor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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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후 대조군과 약물 투여군 간의 유의성 있는 체중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1,2, Table 4).

2. 체중 변화
암수 대조군 및 투여군 모두 체중이 유사하게 증가하였으며,

Fig. 1. Body weight in male SD rats after single oral treatment of black raspberry extracts. No significant changes on body weights were
detected in black raspberry extract treated group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5). G1-0 ㎎/㎏ = single oral treatment of black raspberry extract 0 ㎎/㎏, G2-2,000 ㎎/㎏ = single oral treatment of black
raspberry extract 2,000 ㎎/㎏.

Fig. 2. Body weight in female SD rats after single oral treatment of black raspberry extracts. No significant changes on body weights
were detected in black raspberry extract treated group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5). G1-0 ㎎/㎏ = single oral treatment of black raspberry extract 0 ㎎/㎏, G2-2,000 ㎎/㎏ = single oral treatment of black
raspberry extract 2,000 ㎎/㎏.
Table 4. Body Weights in Male and Female Sprague-Dawley Rats after Single Oral Treatment of Black Raspberry Extracts.
Sex

Days after dosing

Group/Dose
(㎎/㎏)

0

1

3

7

14

Gain (g)
0~14

G1
0

Mean
S.D.
N

161.8
3.8
5

185.4
3.5
5

208.6
4.7
5

250.9
9.7
5

321.5
13.6
5

159.7
12.0
5

G2
2,000

Mean
S.D.
N

164.8
3.5
5

188.0
5.7
5

210.2
8.3
5

250.9
12.7
5

317.3
20.3
5

152.4
18.1
5

G1
0

Mean
S.D.
N

132.2
2.3
5

149.5
5.0
5

165.4
9.0
5

183.5
10.0
5

205.8
10.6
5

73.6
8.6
5

G2
2,000

Mean
S.D.
N

129.7
3.5
5

149.3
3.7
5

165.9
4.8
5

184.2
3.3
5

213.6
3.2
5

83.9
5.9
5

Male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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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검소견
부검 시, 암수 대조군 및 투여군에서 육안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5).
Table 5. Necropsy Findings in Male and Female Sprague-Dawley
Rats after Single Oral Treatment of Black Raspberry Extracts.

Sex

Group/
Dose
(㎎/㎏)
G1
0

Frequency
Observed signs
Death

No gross findings

0/0

Survivors

5/5*

Male
G2
2,000
G1
0

No gross findings

0/0

5/5

에 PCSK9 억제제를 병용하면 스타틴에 의한 PCSK9의 발현
증가를 제어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효과적으로 감
소시킬 수 있으므로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장병의 발병률
을 줄일 수 있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치료 표적으로서 매우
중요한 단백질로 판단되고 있다7,11).
복분자는 동의보감, 당본본초, 본초종신록 등 여러 고문헌
에 효능이 언급되어 오래전부터 한약재로 친숙하게 사용되어
왔으며12), 복분자에 대한 약리효능으로는 testosterone의 분
비량 증가13), 음경해면체 평활근 이완 효과14), 항산화 효과
15)

5,7)

및 항암효과 , 지질대사 개선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이 보
고되었다. 또한 복분자 추출물이 기능성원료로 인정받음으로
써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만들어지고 있다6). 본 연구진은 복
분자 추출물이 PCSK9 유전자의 발현 억제를 통해 저밀도 지
단백 수용체 (LDLR)를 증가시켜 간세포내로의 저밀도 지단
백 (LDL)의 유입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7).

No gross findings

0/0

5/5

Female

본 연구에서는 복분자 추출물의 일반 독성실험 중 현재 식
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8)에 명시되
어 있는 랫드 경구 단회투여독성 실험을 실시하여, 반복투여

G2
2,000

No gross findings

0/0

5/5

*: Number of animals with the sign/Number of animals examined

독성시험과 생식·발생독성 시험등 특수 독성시험에 대한 기
초자료 제공 및 복분자 추출물에 대한 유효성 평가, 임상적
유효 용량 설정 및 적정 투여용량, 최대 용량 설정 연구의 기
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복분자 추출물의 단회 경구투여 시 나타나는 독성을 평가
하고자 Sprague-Dawley 랫드에 2,000 ㎎/㎏의 용량으로 1회

Ⅳ. 고찰 및 결론

경구 투여 후 14일간의 일반증상, 체중변화, 부검 소견 및 사
망률을 관찰하였다. 투여 전 약 16시간 이상 절식시키고 복분
자 추출물을 1회 경구투여하여 14일간 관찰한 결과, 모든 투

이상지질혈증 (dyslipidemia)은 혈액 내 중성지방, 총 콜레
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LDL-C)이 증가되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증상은
없으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어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요
인으로 작용하며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과 더불어 심혈
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혈중 지질농도의 개선을 통해 심
9)

혈관 질환 예방이 필요하다 . LDL-C의 증가는 이상지질혈
증 중에서 혈관질환의 발생위험도를 높이는 일차요인이기에,
치료의 일차목표는 상승한 LDL-C의 조절이며, 표준 치료는
스타틴을 사용하여 목표수치의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고강도 스타틴을 (특히 고위험군에서) 사용하여 LDL-C을 낮
추는 치료를 시행중이나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강하제는
LDL-C를 20~50% 감소시키지만, 환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여군에서 사망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증상의 이상도 관
찰되지 않았다. 암수 대조군 및 투여군 모두 체중이 유사하게
증가하였으며, 부검 시 육안적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PPTS
870.1001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무독성 물질은 반수 치사량
이 5,000 ~ 15,000 ㎎/㎏, 비교적 저독성 (Class Ⅲ) 물질
은 500 ~ 5,000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
품 안전처 고시 제 2014-136호8) 및 OECD17) 기준에 따르
면, 설치류에서 투여 한계 농도를 2,000 ㎎/㎏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면, 본 실험의 SD 랫드 단회 경구
투여 독성실험 결과에서 복분자 추출물의 개략적 치사량
(ALD)은 암수 모두 2,000 ㎎/㎏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
며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추정된다.

최대용량을 투여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고 횡문근융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10). 최근에는 새로운
계열의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PCSK9 억제제 개발에 대

감사의 글

형 제약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PCSK9는 혈중 LDL-C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로 혈중 과잉 LDL-C을 캡처하는 LDL
수용체 (LDLR)의 분해촉진 작용을 하며, PCSK9 억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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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용을 억제해 혈중의 과도한 LDL-C을 캡처 할 수 있도
록 한다. PCSK9 억제제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고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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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니다.

약물이 역설적으로 PCSK9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부
작용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스타틴요법을 비롯한 표준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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桃仁의 아토피 피부염 모델 피부조직 및 혈청 내 염증매개물질 조절 효과
김상우#, 홍수연, 권보근, 김명현, 김상배, 진대환, 최우찬, 손영주, 정혁상*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Effect of Persicae Semen for Atopic Dermatitis Skin Tissue and Regulate
to Inflammation Mediator in Serum
Sangwoo Kim#, SooYeon Hong, Boguen Kwon, Myunghyun Kim, Sang-bae Kim
Dae-hwan Jin, Woochan Choi, Youngjoo Sohn, Hyuk-Sang Jung*
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Republic of Korea.

ABSTRACT
Objective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Persicae Semen (PS) in DNCB–induced atopic
dermatitis mouse and HaCaT cell.
Methods : The BALB/c mice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To develop atopic dermatitis, 200 ㎕ of 1 and 0.5% DNCB
solution was put on the back of mice in the Control group, the PS-Low group and the PS-High group once a day.
After application of DNCB, 200 ㎕ of the PS extract was also treated. The Normal group was given PBS. The mice
dorsal skin was stained with Masson's trichrome, H&E, and toluidine blue to evaluate the thickness of the epidermis
and dermis, infiltration of eosinophils and mast cells respectively. ELISA was applied to measure the serum level of
IgE and IL-6. Toxicity of PS was measured by MTS assay in HaCaT cell.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S on HaCaT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PS for 1h, and then stimulated with TNF-α and IFN-γ. After 24 hours, the
expression of TARC was analyzed using RT-PCR.
Results : PS not only significantly diminished the thickness of the epidermis and dermis, but also reduced the
infiltration of eosinophil and mast cell in skin lesion. PS also reduced the serum IgE and IL-6 level which plated
important roles in the atopic dermatitis. The expression of TARC w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NF-α/IFN-γ
stimulated HaCaT cell.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PS may be effective in alleviating the atopic dermatitis induced by DNCB
and inflammation by TNF-α/IFN-γ.

1)

Key words : Human keratinocyte, pro-inflammatory cytokine, Persicae Seman, inflammatory, Mast cell, Thymus
and activation regulated chemokine

Ⅰ. 서

론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과민반응과 관련된 만성 재발성 피부

질환으로 종종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어지는 atopic
1)

march의 첫 단계가 되고 , 다양하고 복합적인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여 피부장벽 기능 이상과 비정상적인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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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반응이라는 2가지 주요한 병리 과정을 거쳐 증상이 발현된다
2,3)
. 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발병률이

味苦性降하여 降氣止咳의 효능이 있다 . 현대약리학적으로
桃仁은 항혈전 작용27)을 비롯한 항암 작용28), 항염 작용29) 등이

지난 30년 동안 2~3배 증가하여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

보고되었다. 桃仁의 주성분 중 하나인 amygdalin은 관절염30),

4,5)

치고 있다 . OECD 회원국 대다수에서 소아는 10~20%, 성
인은 1~3%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유병률도
비슷하다6).

31)

32)

지방간 등에서 항염 효과가 있으며, 유방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등에서 항암

피부염과 관련하여 桃仁은 《本草思辨錄》에서는 「桃仁, 桃有

아토피 피부염은 특히 근래 들어 국내에서 성인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6), 영유아기에 발병한 환아 중 약 70% 이상

主膚毛爲肺果. 主攻瘀血而爲肝藥, 兼疏膚腠之瘀.」이라고 기재
되어 있고33), 《本草綱目》에서 李杲는 「除皮膚血熱燥癢, 行皮

정도는 성인기까지 아토피 피부염이 지속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膚凝聚之血.」라고 하였다34). 桃仁이 들어간 처방으로는 《東醫

19세 이상에서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2007년 2.3%에서
2015년은 3.4%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성인 초기인 20대와

寶鑑》에서 「治燥證, 皮膚柝裂, 手足爪甲枯燥, 搔之屑起, 血出
痛楚.」으로 기재된 生血潤膚飮35)과 腎臟風瘡痒痛에 사용하는

30대의 유병률이 매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19 ~

活血驅風散35)이 대표적이고, 生血潤膚飮의 경우에는 항알러지

29세에서 보면 2007년 5.7%에서 2015년 10.7%로, 30 ~ 39세
에서는 2007년 1.6%에서 2015년 1.7%로 증가했다고 보고

효과 와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임상 효과 에 대한 연구결과
가 보고되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桃仁 추출 성분이 알러지

하고 있다7).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중 아토피 피부염 연령

염증을 억제하고38), 주성분인 amygdalin은 피부각질형성세포

별 발생 분포를 살펴보면 18 ~ 39세에서 5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40 ~ 59세에서 29.9%, 60세 이상은 20.1%로

(keratinocyte cell)에 대한 면역조절 효과가 보고되어 , 이
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桃仁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염증을 완화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 경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고 다른 피부병 환자
보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폐 범주성 장애, 조현병 등

이에 저자는 BALB/c mice 피부에 DNCB 도포로 유발된
아토피 피부염 모델에 대하여 桃仁 투여시 표피와 진피의 두께

정신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8).

변화, 호산구와 비만세포의 침윤도, IgE와 IL-6의 수치 변화를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병명은 없으나 頭面及
遍身, 皮膚起粟疹, 浸淫成片, 或起白屑, 痂皮, 瘙痒無度의 증

조사하고, TNF-α와 IFN-γ로 염증을 유도한 HaCaT 세포에
서 桃仁 처리시 TARC 발현도를 확인하여 유의한 효과를 얻었

상으로 미루어 보건대 奶癣, 苔癣, 胎斂瘡, 濕疹, 濕瘡, 陰瘡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36)

37)

39)

9)

등의 병명으로 기술되어 있다 . 시기별로는 胎兒期에는 胎斂
瘡, 胎癬, 胎熱로, 哺乳期 또는 嬰兒期에는 奶癣, 奶腥瘡, 乳
癣으로, 성인기에는 異位性 皮膚炎으로 구별하기도 하였고,
발생되는 부위에 따라서 耳部에 발생하면 旋耳瘡, 四肢에 발생
하면 四彎風 등 다양한 病名으로 지칭하였다10,11). 치료에 있
어서는 유아동기의 아토피 피부염을 胎熱, 濕熱, 脾虛風燥 등
으로, 성인 아토피 피부염을 風濕蘊膚, 濕熱互結, 脾虛濕蘊,
血虛風燥 등으로 변증하여 그에 맞는 치법을 사용해 왔다12).
한의학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동·서의학적
고찰13), 아토피 피부염의 한의학적 변증에 대한 문헌적 고찰
14)

등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15)

관한 사상의학적 임상연구 , 濕熱로 변증한 급성기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험 6례16) 등 임상연구와 함께 黃連解毒湯17),
大靑龍湯18) 등 처방과 관련된 실험적 연구가 활발하다. 반면,
19)

20)

단일 한약재와 관련된 실험 연구에서는 紫草 , 牛蒡子 , 桑
葉21), 枳實22), 沙蔘23) 정도가 보고되고 있다.
桃仁은 장미과(Rosaceae) 식물인 복사나무 Prunus persica
(L.) Batsch 또는 산복사나무 P. davidiana (Carr.) Franch의
성숙한 과실에서 과육, 씨앗, 껍질을 제거하고 種仁만 취하여
건조한 것(Persicae Semen)이다24). 성분은 amygdalin을 약
1.5%, emulsin을 약 3%, 정유를 약 0.4%, fat을 약 45% 함
유하고, fat은 주로 oleic acid와 glyceric acid이다25). 본초학
에서는 活血祛瘀藥 계통으로 분류되며 味는 苦甘하며 性은 平
하고 質潤하여 心, 肝, 大腸으로 들어가 活血祛瘀, 潤腸通便의
효능이 있다. 肝經血分에 들어가 破瘀行血에 常用하는 要藥이

Ⅱ. 재료 및 방법
1. 시약
桃仁은 옴니허브(Daegu, Korea)에서 구매하였다. HaCaT
cell은 ATCC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고,
Penicillin-streptomycin (P/S), fetal bovine serum (FBS),
Dul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은 Gibco
(CA, USA)에서, TNF-α (#285-IF), IFN-γ (#210-TA)는
R&D System (MN, USA)에서 구입하였다. PCR primers는
Genotech (Daejeon, Korea)에서 구입하였다. Western blot.
Antibodies인 phosphorylation (P)-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ERK, P-P38, P38, P-Jun Nterminal kinase (JNK), Jun N-terminal kinase (JNK)는
Cell Signaling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ECL 용액
(RPN2106)은 GE Life Sciences (MA, USA)로부터 구매하
였다. DNCB (2,4-dinitrochlorobenzene), protease inhibitor
cocktail, phosphatase inhibitor cocktail은 Sigma-Aldrich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RNAiso Plus (Trizol)은 Takara
Bio (Dalian, China)에서 구입하였다. 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ase는 Invitrogen (Carlsbad, CA)에서 구입하였
다. Kapa Taq PCR kit는 KAPA Bio (Massachusetts,
USA)에서 구입하였다. 3-(4, 5-dimethylthiazol-2-yl)-5-

되어 經閉, 痛經, 癜瘕痞塊, 跌撲損傷 등 모든 瘀血阻滞로 인한

(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
razolium, inner salt (MTS)는 Promega (Madison, USA)

證을 치료하며, 腸癰이나 肺癰에는 活血消癰의 효과가 있고,

에서 구입하였다. Enzyme-linked-immunosorben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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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ELISA kit)는 BD bioscience (San Diego, USA)에서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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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Nor),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군(Control, Con),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후 桃仁 1 ㎎/㎖을 도포한 군(PSLow, PS-L)과 桃仁 10 ㎎/㎖을 도포한 군(PS-High, PS-

2. 약물의 제조
300 g의 桃仁을 80% 에탄올에 2주간 냉침 하였다. 이후,
추출액을 종이 여과지로 여과한 후 감압 농축한 상태에서 동결
건조하여, 8.37 g (수득율: 2.79%, Ethanol extract of

H)에 각각 8 마리씩 분류하였다.

4. 아토피 피부염 유발
아토피 피부염을 유도하기 위해 olive oil과 acetone 3:1로

Persicae Semen, PS)의 추출물을 얻었다. 그 후 초저온 냉

혼합한 용매에 DNCB를 각각 0.5%와 1%로 희석하여 사용하

동고 (-20℃)에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였으며 약물은 olive oil과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1:9의 혼합 용매에 희석하였다. 안정화 과정을 거친 BALB/c

3. 동물모델 제작 및 실험군의 분류

mice의 등을 제모하고 24시간 안정시킨 후 아토피 피부염을

본 실험에 앞서 모든 동물 실험은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의

유발할 목적으로 Control군, PS-Low군, PS-High군에 1차
감작을 하였으며 1일 1회씩 총 3일 동안 1% DNCB 200 ㎕를

승인(KHMC-IACUC-18-016)을 받았고, 경희대학교 실험

등에 도포하였다. 그 후 4일 동안 잠복기를 가지고, 5일째 되는

동물 관리와 사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생후 6주
령의 수컷 BALB/c mice는 KOATECH (Seoul, Korea)에서

날부터 희생 전까지 2차 감작을 위해 1주일에 3번씩 4주 동안
0.5% DNCB 200 ㎕를 등에 도포하였다. 2차 감작 진행과 동

구입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온도 23 ± 2℃, 습도 50

시에 도인 추출 약물을 등에 도포하였으며 약물은 1% DNCB

± 10%로 조절된 동물 사육실에서 사료(Seoul, Korea)와 물을
공급하였다. 7일 동안 안정화를 가진 다음 총 4개의 군으로

도포 2시간 뒤 PS-Low군, PS-High군에 매일 200 ㎕ 도포하
였고, Normal군은 olive oil과 PBS를 1:9로 희석한 용매를 도

나누어 사육하였다. 각 군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지 않은 군

포하였다. 실험 43일째 되는 날에 모두 희생하였다(Figure 1).

Figure 1. Experiment schedule of AD model in BALB/c mice.
All topical application was applied at 200 ㎕ each to the dorsal skin. The Nor was treated with 9:1 PBS/olive oil. The first sensitization of
DNCB and PS group was applied with 1% DNCB, and second sensitization was an application for 4 weeks three times a week with 0.5%
DNCB. The PS preparations of 1 ㎎/㎖ (PS-L) and of 10 ㎎/㎖ (PS-H) in 200 ㎕ of PBS/olive oil (9:1) were applied on the dorsal skin of
the mice in groups, 1 ㎎/㎖ (PS-L) and 10㎎/㎖ (PS-H) once every day for 35 days.

5. 조직학적 평가
피부 조직은 희생시킨 날 채취하여 10% neutral buffered
formalin (NBF)에 24시간 동안 고정하고, 흐르는 물에 24시
간 동안 수세한 다음 파라핀으로 포매하였다. 포매한 조직을
block으로 만들고 microtome (ZEISS, Oberkochen, Germany)
을 이용하여 5 ㎜의 두께로 절편하였다. Hematoxyline and
eosin (H&E) 염색과 toluidine blue 염색을 시행하여 조직 내
호산구와 비만세포의 침윤을 관찰하였고, masson trichrome
으로 염색하여 표피와 진피의 두께 변화를 관찰하였다.

6. 효소 면역 측정(ELISA)
마우스 희생 당일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2000 rpm, 4℃, 10분 동안 혈청을 원심 분리하고,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80℃에서 보관하였다. 혈청에서의
IgE, IL-6 농도는 mouse ELISA kit (BD bio, San Diego,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방법은 kit에서 권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7. 세포 배양
인체 유래 각질 형성 세포주인 HaCaT cell은 5% P/S와
10% FBS가 포함된 DMEM 배지에서 37℃, 5% CO2, 95%의
습도를 유지하는 배양기(SA-MCO-175, SANYO Inc. Osaka,
Japan)에서 배양하였다. 계대 배양은 2 ~ 3일 간격으로 하였
다.

8. 세포 생존율 측정
HaCaT cell에서 桃仁의 독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TS
assay를 진행하였다. 세포를 96 well plate에 1.5 × 104 cells/
well로 100 ㎕씩 분주하고 37℃ incubator에 24시간 동안
안정화 하였다. FBS가 포함되지 않은 DMEM으로 교체 후 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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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을 농도별로 처리 하고 24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3-(4,
5-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oxyphenyl)

Trizol을 이용하여 RNA를 추출한 후 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ase를 사용하여 cDNA 합성하였다. PCR은 Kapa

-2-(4-sulfophenyl)-2H-tetrazolium, inner salt (MTS)

Taq PCR kit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수행하였다.

solution을 20 ㎕씩 분주하고 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 후
Microplate Photometer reader기에서 490 ㎚로 측정하였다.

PCR은 Table 1에 기재한 조건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10. 통계처리
9.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Mean ± SEM 값으로 나타냈으며, Graph
Pad PRISM Software (Version 5.01, Graphpad Software,

桃仁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HaCaT
cell을 HaCaT cell을 6 well plate에 1 × 106 cells/well로
분주하고 24시간 안정화 후 桃仁을 각 농도 별(50, 100, 200
㎍/㎖)로 처리하였다. 약물 처리 24시간 후 HaCaT cell을

Inc., CA, USA)를 사용하여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
하였다. p 값이 0.05 이하인 경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Table 1. Primer Sequences and PCR Conditions
Primer name

Primer sequence

Annealing
Tmemperature (℃)

cycle

Accession
Number

TARC / CCL17

Foward 5'-ACTGCTCCAGGGATGCCATCGTTTTT-3’
Reverse 5'-ACAAGGGGATGGGATCTCCCTCACTG-3'

60℃

44

NM_002987.3

Forward 5’-CGTCTAGAAAAACCTGCCAA-3’
Reverse 5’-TGAAGTCAAAGGAGACCACC-3’

50℃

30

NM_001256799.3

GAPDH

Abbreviations : TARC / CCL17, Thymus-and activation-requlated chemokine; GAPDH,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Ⅲ. 결

과

1. 桃仁 도포에 의한 표피 및 진피 조직의 두께
변화
桃仁 투여가 아토피 피부염 유발 모델 피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종료 후 적출한 피부조직에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실시하여 표피 및 진피의 두께
를 확인하고(Figure 2A), 100✕ 배의 비율로 3 시야를 측정
하였다(Figure 2B, 2C). 확인 결과 표피와 진피 두께 모두가
Normal군에 대비해 Control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Control군에 대비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여 고농도인
PS-High군에서 유의한(*p < 0.05) 효과를 보였다.

2. 桃仁이 피부조직 내 호산구 침윤에 미치는 영향
피부 조직에 H&E 염색을 실시한 후 조직 내부 호산구 침
윤을 확인한 결과 Normal군에 비해 Control군에서 현저히
증가하였다. 桃仁을 농도별로 투여하였을 때 호산구 침윤도는
Control군 대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PS-High군에서 유의한(*p < 0.05) 효과가 보이는 것을 확
인하였다(Figure 3).

Figure 2. The effects of PS on epidermis and dermis thickness
in DNCB-induced BALB/c mice.
(A) The thicknesses of the epidermis and dermis were measured
by Masson trichrome staining of skin sections (magnification:
100✕, scale bar: 200 ㎛). (B) Measurement of epidermal thickness.
(C) Measurement of dermal thickness. The data represent the
mean ± SEM. ##p < 0.01 normal vs. control and *p < 0.05
control vs.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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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effect of PS on eosinophil infiltration in DNCBinduced BALB/c mice.
(A) The infiltration of eosinophils (red arrow heads) in dermis
lesions was measured by the H&E staining of skin sections
(magnification: 400✕, scale bar: 50 ㎛). (B) The infiltration of
eosinophils was counted in ten sites. The data represent the
##
##
mean ± SEM. p < 0.01 p < 0.01 normal vs. control and *p <
0.05 control vs. PS.

3. 桃仁이 피부조직 내 비만세포 침윤에 미치는
영향
아토피 피부염을 유도하였을 때 등 피부조직 내 비만세포가
증가하는데 이는 Toluidine blue 염색을 실시하여 확인 가능
하다. 동물을 희생 후 적출한 피부조직에 Toluidine blue 염
색을 진행하여 비만세포 침윤 정도를 관찰한 결과, Control군
에서 Normal군에 비해 비만세포의 침윤 정도가 높았고, 桃仁
을 도포하였을 때 Control군에 비하여 저농도인 PS-L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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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effect of PS on mast cell infiltration in DNCBinduced BALB/c mice.
(A) The infiltration of mast cells (red arrow heads) in the dermis
was measured by the toluidine blue staining of skin sections
(magnification: 200✕, scale bar: 100 ㎛). (B) The infiltration of
mast cells was counted in three sites. The data represent the
##
mean ± SEM. p < 0.01 normal vs. control and **p < 0.01
control vs. PS.

으로부터 분리한 혈장을 사용하여 ELISA assay를 진행하였
다(Figure 5). IgE 수치는 Normal군에 대비하여 Control군
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 桃仁을 투여한 군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며 특히 고농도인 PS-H군
에서 유의한 효과(*p < 0.05)를 보였다. IL-6 수치도 IgE와
마찬가지로 Normal군에 비해 Control군에서 급격히 증가하
였고, 桃仁을 투여하였을 때는 Control군과 대비해 IL-6의
수치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했으며 고농도인 PS-H군에서
유의성(*p < 0.05)을 가졌다.

농도인 PS-H군 모두에서 유의하게(**p < 0.01) 감소하였다
(Figure 4).

4. 桃仁이 혈청 IgE와 cytokine 생성에 미치는
영향
桃仁을 투여함으로써 혈청 IgE와 cytokine 생성이 변화하
였는지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면역학적 지표인 IgE와 IL-6
수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을 종료한 후 채취한 마우스 혈액

5. 桃仁이 HaCaT cell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MTS assay를 통하여 HaCaT cell에서 桃仁의 세포 독성을
측정하였다. 桃仁을 0~400 ㎍/㎖까지 처리한 결과 최고농도인
400 ㎍/㎖까지 HaCaT cell에서 100%의 생존율을 나타내며
독성을 보이지 않았다(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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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effect of PS on serum IgE and IL-6 level DNCB-induced in BALB/c mice.
(A, B) The concentration of total IgE and IL-6 in the serum was determined by ELISA. The data represent the mean ± SEM. ##p < 0.01 normal
vs. control and *p < 0.05 control vs. PS.

6. 桃仁이 HaCaT cell에서 TARC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HaCaT cell에 TNF-α와 IFN-γ를 처리한 뒤 염증성 피부
질환에서 중요한 케모카인으로 알려진40) TARC를 유발하여
桃仁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RT-PCR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Figure 6. Cytotoxicity of PS in HaCaT cells.
HaCaT cells were used in MTS assay at 24 hours after being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PS. Data represent the
means ±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Figure 7과 같이 Normal과 비교하였을 때, 桃仁을 50 ㎍/㎖
처리 한 군에서 유의한 효과(*p < 0.05)를 보였으며, 200 ㎍
/㎖를 처리한 군에서는 매우 유의한 효과(**p < 0.01)를 나
타내었다.

Figure 7. Effects of PS on mRNA expression in TNF-α
/IFN-γstimulated HaCaT cells.
(A) The degree of TARC expression was examined by RT-PCR. (B) mRNA expression was measured using Image J software. Each data
represents the mean SEM. ##p < 0.01 normal vs. control and *p < 0.05, **p < 0.01 control vs. PS.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桃仁의 치료 효과를

윤을 완화시켰으며, 혈청 IgE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의
수준을 저하시켰다. 또한, HaCaT 세포에서의 TARC 발현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DNCB에 의해 유도된 동물 아토피

DNCB를 반복 도포한 BALB/c mice에서는 도포 부위에서

모델에 桃仁을 투여하여 표피와 진피에서의 과각화, 호산구와
비만세포의 조직 침윤 정도, 혈청 IgE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홍반과 부종, 피부 소양감 증가, 표피의 비후화, 진피에서 면
역세포 침윤, 혈액 내 Th2 면역 반응 관련 수치의 증가가 나

IL-6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 TNF-α와 IFN-γ로 HaCaT

타나고, 이는 다른 동물 모델과 비교하여 인체에서의 아토피

세포에 염증을 유도한 후 桃仁을 투여하여 TARC 발현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桃仁은 아토피 피부염 동물모델의 표

피부염 양상과 가장 유사하다. 또, 증상의 재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우수하여 아토피 피부염 동물 실험 모델로서 적합

피와 진피의 두께를 줄이고, 조직 내 호산구와 비만세포의 침

하다

4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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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토피 피부염의 병리조직학적 양상은 급성기에서 해면화
(spongiosis)와 수포형성(blister formation)이 특징적이다.

알레르겐에 노출되면 비만세포는 활성화된다 . 탈과립된 비만
세포는 histamine, serotonin, prostaglandins, leukotrienes

해면화는 표피에서 각질형성세포 사이에 조직액이 증가하여

등을 분비하고47), TNF-α, GM-CSF 등 염증성 cytokine과

세포간의 간격이 넓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일부에서 세포내의
부종이 나타나기도 한다42). 조금 더 지속적인 병터에서는 표

IL-5, IL-6, IL-13 등 Th2 사이토카인을 합성하여 분비한
다48).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 부위에서 비만세포의 활성

피능선(reteridge)의 규칙적인 연장소견이 관찰되며 해면화

화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 관찰되며49), 그 활성도와 관련된

반응과 세포침윤은 비교적 경미한 양상을 띠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다각화증과 유사각화증, 쐐기모양의 고과립증

줄기세포 인자(stem cell factor)가 염증의 중증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50). 본 연구에서는 桃仁 투여가 DNCB

등이 발생하며 미세혈관의 증식 및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소견

유도 아토피 피부염 피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등 만성 단순태선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긁는 작용 때문에
표피층 각질세포의 괴사 및 가피, 미란, 궤양 등이 관찰되기도

여 Toluidine blue 염색을 실시하여 조직 내 비만세포의 침윤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Control군에 대비하여 저농도인 PS-Low

한다43). 본 연구에서 桃仁 투여가 DNCB 유도 아토피 피부염

군과 고농도인 PS-High군 모두에서 비만세포의 조직 침윤이

피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실시하였다. Masson’s trichrome은 콜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桃仁이 비만세포의 활성화를 감소
시켜 아토피 피부염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함을 의미한다.

겐의 섬유화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표피와 진피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소인을 지닌 사람이 다양한 환경

그리고 하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종종 표피 및 진피
의 두께 측정에 사용한다45). 그 결과 桃仁을 도포한 피부에서

요인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며, 특히 Th2 림프구에 의한 면역
반응이 유도됨으로써 알레르겐에 대한 특이 IgE가 만들어져

Control군에 대비하여 표피와 진피의 두께가 농도 의존적으로

이를 통해 과민반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47). 아토피 피

감소하였고 고농도인 PS-High군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이는 桃仁이 염증성 부종과 피부 비후화를 호전시켜 아토피

부염 환자에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검사소견은 혈청 IgE의
증가이고, 이는 환자의 대략 80%에서 볼 수 있다51). 아토피

피부염 염증 반응을 억제함을 의미한다.

피부염 환자는 유전적으로 결함이 있는 피부 장벽을 가지므로

선천성 면역세포 중 하나인 호산구는 그 수와 호산구 과립
단백질(eosinophil granule protein)의 수치가 아토피 피부

보통 사람과 달리 병변이 없는 피부라도 정상적이지 않고 아
토피 피부염 급성 반응은 랑게르한스 세포에 의해 매개된다52).

염의 병변 및 말초 혈액 내에 증가되어 있어 아토피 피부염과

알레르겐에 노출되어 IgE와 랑게르한스세포에 있는 Fcε 수용

46)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 또, 피부 조직 내 침
윤된 호산구의 수와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는 상관이 있는

체가 결합하면 랑게르한스세포는 CD4+ T세포를 피부로 유도
하는 IL-16과 단핵구 화학주성 단백을 생산하고 기억 Th2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병변에서

세포를 활성화하며 항원을 T세포에 제시하여 민감화 시키고

호산구가 증가되어 있어 아토피 피부염의 만성화에도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47). 호산구는 그 활성이 과립구-대식세포 집락

림프절로 이동하여 naive T 세포 (Th0 세포)가 Th2 세포로
분화되도록 촉진한다. 병터로 이동한 단핵구는 Inflammatory

자극인자(granulocyte-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dendritic epidermal cells (IDEC)로 분화하고 전구염증성

43)

factors, GM-CSF), IL-5, eotaxin에 의해서 유도되고 ,
자극을 받으면 eosinophil cationic protein, esosinophil-

사이토카인인 IL-1, IL-6, TNF-α를 분비한다. 민감화된
Th2 세포는 IL-4, 5, 13과 같은 사이토카인을 생산하며, 이

derived neurotoxin, IL-1β, IL-6, IL-31, CXCL1, CXCL8,

들은 면역 글로블린 동종형을 IgE로 전환시켜 Th2 세포의 생

CCL2, CCL18 및 CCL26 같은 다양한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등 염증성 매개 물질을 분비하여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 반응에

존을 촉진하고, 전환된 IgE는 알레르겐 반응을 증폭시켜 양성
되먹임(positive feedback) 고리를 형성한다. 이러한 Th2 면

관여하게 된다47). 본 실험에서는 桃仁 투여가 DNCB 유도 아

역반응과 면역반응의 증폭은 아토피 피부염의 초기 병변 생성에

토피 피부염 동물 피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H&E 염색을 실시하여 조직 내 호산구의 침윤을 관찰하였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한편, IL-6는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s (NFAT)

그 결과 桃仁을 도포한 피부에서 Control군에 대비하여 호산

가 매개하는 전사를 촉진하여 naive CD4+ T 세포가 effector

구의 조직 침윤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고, 고농도인 PSHigh군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이는 桃仁이 호산구의 활

Th2 세포로 분화하게 하며, supressor of cytokine signaling
(SOCS)-1의 발현을 상향 조절하여 Th1 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성화를 감소시켜 아토피 피부염에서 염증 반응을 완화함을 의

작용을 함으로써 Th2 면역반응 유도에 일조한다53). 본 연구

미한다.
아토피 피부염의 일부분은 IgE 항체와 비만세포와 관련된

에서는 IgE와 IL-6 수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을 종료한 후
채취한 마우스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혈장을 사용하여 ELISA

면역 기전에 의해 발생된다. 항원이 유입되면 monocyte,

assay를 진행하였다. 혈청 IgE와 IL-6 수치는 Normal군에

macrophage, B세포 등이 항원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에 의해서 처리된 후 HMC class II와 함께 T세포에 전달

비해 Control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여 염증 반응 지표 물질
임을 확인하였고, 2가지 수치 모두 桃仁을 투여한 군에서 농도

되고, T세포가 활성화되어 cytokine인 IL-4, IL-5 등을 유리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고농도인 PS-High군에서

시킨다. 이 cytokine은 B세포에 작용하여 IgE 항체를 생산 및
유리시키고 IgE 항체는 비만세포를 포함한 각종 세포 표면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따라서 桃仁 투여가 아토피 피부염에서
혈청 IgE과 IL-6 수치를 감소시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Fcε 수용체에 결합되어 IgE 수용체의 상호결합(antigen-

있다고 생각된다.

induced IgE receptor cross linking)이 일어나고, 이어서

47)

HaCaT 세포는 표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질형성세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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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cytokine)과 케모카인(chemokine)
을 생성하여 피부의 면역 반응 실험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54).

1. 桃仁은 고농도 처리군에서 아토피 피부염 유도 생쥐 모
델의 표피와 진피 두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사람의 피부 각질형성세포주에 대해 桃仁 추출물이 미치는 세
포 독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0 ∼ 400 ㎎/㎖ 농도 범위에서
MTS assay를 수행하였다.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400 ㎎/㎖

2. 桃仁은 고농도 처리군에서 아토피 피부염 유도 동물 모
델의 피부 조직 내 호산구 침윤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농도까지 100% 생존율로 독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반복
처리 및 처치기간을 고려하여 200 ㎎/㎖ 이하의 농도까지를

3. 桃仁은 저농도 처리군과 고농도 처리군 모두에서 아토피
피부염 동물 모델의 피부 조직 내 비만세포 침윤을 유의

TARC 발현 억제능 검증의 최대 농도로 결정하였다.

하게 감소시켰다.

Thymus and activation-regulated chemokine (TARC)
는 T세포에 표현된 C-C chemokine receptor 4 (CCR 4)에

4. 桃仁은 고농도 처리군에서 아토피 피부염 유도 생쥐 모

작용을 하여 Th2 세포의 염증 병소로의 이동과 침윤을 유도

델의 혈청 IgE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의 수치를 유

55)

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Th2 케모카인이다 . TARC는 내
피세포, 수지상세포, 각질형성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가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아토피 피부염에서 인테그린 의존

의하게 감소시켰다.
5. 桃仁은 염증이 유도된 HaCaT 세포에서 TARC 발현을

적 부착과 T 세포의 혈관벽 통과를 유도하여 T 세포가 병터로
모이는 첫 번째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56)

. TARC의 발현은 피부 병변 부위의 표피 기저층에서 매우
55)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상의 결과에서 桃仁은 아토피 피부염 유발 동물 모델에서

증가되어 있으며 , 혈청 TARC 수치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
에서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고, 그 정도가 증상의 중증도와

피부의 과각화를 완화하며 염증성 면역 세포와 혈청 IgE 등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도인의 아토피 피부염의

비례하여58),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를 검사하는 실험실적 방

임상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

47)

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 더욱이 TARC의 농도는 전체 아토피
피부염의 약 80%를 차지하는 IgE 매개성 아토피 피부염에서

된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약 20%를 차지하는 비 IgE 매개성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질병의 진단 및 중증도 평가에 객관적인 지표로
서 의미를 가진다59). 이번 연구에서는 PT-PCR로써 TAR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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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tructure
^ Art work
Electronic artwork
General points
Manuscript for submission uses A4(210×297 ㎜) white paper which has at least 2.5 ㎝ (1 inch) margins horizontally
and vertically, and is printed on one side with 10 point font size, clearly. Entire manuscript is written horizontall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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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space, and page number starts from title page. Manuscripts for evaluation is 1 copy of electronic file (hwp file)
which doesn't contain author's name and belonging.
A detailed guide on electronic artwork is available on our website:
http://www.herbology.or.kr/html/sub3-01.asp or
http://acoms.atit.co.kr:8090/kaoh/index.jsp?publisher_cd=kaoh&lang=kor
You are urged to visit this site; some excerpts from the detailed information are given here. Formats Regardless of
the application used, when your electronic artwork is finalised, please 'save as'.
Quantity of manuscript should not be exceeded 8 pages with A4 (210×297mm) white paper generally. If exceed,
author should pay separately.
Other correspondences can be e-mailed to PhD Hyo-Jin An,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Department of Pharmac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83, Sangjidae-gil, Wonju-si,
Gangwon-do, 26339, Republic of Korea
Tel: +82-33-735-3881, Fax: +82-33-730-0679, Email: herbology2018@gmail.com
Authour check list and Copyright transfer can be found during the cubmission process via homepage.

^ Guidelines for Paper preparation (Original article)
Paper (except clinical & case report, review) should be contained title page, abstract (English), key words, texts,
acknowledgements, references, Tables, figure legends and figures. The text is subdivided into introduction, methods,
results, discussion, and summary.

Title Page
^ Title. Concise and informative. Titles are often used in information-retrieval systems. Avoid abbreviations and
formulae where possible. If Korean title goes over 30 letters or English title goes over 15 words author should
scribe running head on the end of title page (within 10 letters in Korean, 5 words in English). The first letter of all
words except preposition and article should start with a capital.

^ Author names and affilications. Please indicate this clearly. Present the authors' affiliation addresses below the
names. Provide the full postal address of each affiliation, including the country name and the e-mail address of each
author (Korean and English).

^ Corresponding author. Clearly indicate who will handle correspondence at all stages of refereeing and publication,
also post-publication. Corresponding authors' name, address (telephone and fax numbers, e-mail address).

^ Authors. Authors listed in article should have requirement for author. Each author should have made a substantial
intellectual contribution to a submitted manuscript to accept public responsibility for its content. Requirement for
author includes all of the following: 1) conceptualization and design of the study, and/or acquisition of the data,
and/or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data; 2) drafting and/or critical revision of the manuscript; and 3) ﬁ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Editor can ask each author's role in research; 4) the first author is the best
contributor in research, and should be listed first among the authors; 5) corresponding author is the author serving
as the primary point of contact for the Editorial Ofﬁce for all matters pertaining to a submitted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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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cise and factual abstract is required. The title, authors' full name, institutional affiliations, texts and should be
from 230 to 250 words. The author should divide the abstract with objectives, methods, results and conclusions.

^ Objectives : Why was this study done what is the purpose of achieving one to two sentences describe a simple
and clear. The purpose here is written on the subject of the manuscript, and the introduc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what is put forward.

^ Methods：The first paragraph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described in what is described how the relevant
details concerning specific. The data were collected, uh, how this data was analyzed, bias (bias) has scanned
describes how to adjust.

^ Results：The method described in full in paragraph important study results and analysis, and information technology
to logically present concrete data

^ Conclusions：Conclusions reach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described as one to two sentences, which is
described in the first paragraph should be coincided with the purpose of the study.

^ Key words : Authors must in the same step select 6 keywords in an alphabetical order. These keywords will help
the Editors to categorize your article accurately and process it more quickly. Do not capitalize or italicize the key
words except binomial nomenclature. Author must use formal terms form the medical subject headings of Index
Medicus.

Introduction
State the objectives of the work and provide an adequate background, avoiding a detailed literature survey or a
summary of the results. It does not have a heading.

Materials and Methods
Provide sufficient detail to allow the work to be reproduced. Methods already published should be indicated by a
reference: only relevant modifications should be described. Only truly procedures should be specifically described. The
previously described procedures should be cited in references. In material sources, there needs a company name and its
location e.g. city and country in Korea, or city and state in USA. and must suggest voucher specimen number, origin
and deposit. There is no needs numbering.

Results
Results should be clear and concise.

Discussion
This should explore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s of the work, not repeat them. A combined Results and Discussion
section is often appropriate. Avoid extensive citations and discussion of published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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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e main conclusions of the study may be presented in a short Conclusions section, which may stand alone.

Acknowledgements
Collate acknowledgements in a separate section at the end of the article before the references and do not, therefore,
include them on the title page, as a footnote to the title or otherwise.

References
^ Citation in text
Please ensure that every reference cited in the text is also present in the reference list (and vice versa). Any
references cited in the abstract must be given in full. Unpublished results and personal communications are not
recommended in the reference list, but may be mentioned in the text. If these references are included in the reference
list they should follow the standard reference style of the journal and should include a substitution of the publication
date with "Unpublished results". "Personal communication" will not be accepted as a reference. Citation of a reference
as "in press" implies that the item has been accepted for publication.

^ Reference style
Text: All citations in the text should refer to:
1. Journal publication

Examples : EYou CH, Lee KY, Chey RY, Menguy R. Electrogastrographic study of patients with unexplained nausea,
bloating and vomiting. Gastroenterology. 1980；79：311-4.
2. Monograph

Examples :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treatment. 2nd rev. ed. London：S. Paul. 1986：155-6.
3. Article in book

Examples :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eds.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 York：McGraw-Hill. 1998：2060-81.
4. Electronically published Article

Examples :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1(1)：[24 screens]. Available from：URL：http：//www.cdc.gov/ ncidod/EID/eid.htm

Tables
Number tables consecutively in accordance with their appearance in the text. Place footnotes to tables below the
table body and indicate them with superscript lowercase letters. Avoid vertical rules. Be sparing in the use of tables
and ensure that the data presented in tables do not duplicate results described elsewhere in the article.

Figures
All text and symbols on a figure should be large enough to read easily considering they are to be reduced in size to
fit in a single column width (8.5 cm) or two-column width (17.5 cm). Graphs are to be boxed whenever possibl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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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mbols in the following order; ○ △, □, ■, ▲, ●.
They are cited in the text as ‘Fig. 1’ or ‘Table 1’. Spectra and chromatograms are normally not allowed unless
the appearance is deemed absolutely necessary. Figure legends are provided on a separate sheet and numbered i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cited, using Arabic numerals.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write a description in English using
one complete sentence rather than a phrase or paragraph.

Color artwork
For color reproduction in print, author will receive information regarding the costs from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after receipt of your accepted article.

Guidelines for Paper preparation
Authors intending to write review articles should consult and send an outline to the Reviews Editor (see inside front
cover for contact information) before preparing their manuscripts. The organization and subdivision of review articles can
be arranged at the author's discretion. Authors should keep in mind that a good review sets the trend and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the subject matter being reviewed. Tables, figures and references are to be arranged in the same
way as research articles in the journal. Reviews on topics that address cutting-edge problems are particularly welcome.
Neither new information nor personal opinion should be included, and it should be accompanied by an abstract. Its
length should not exceed 15 pages, with a maximum of 60 references and 15 figures.

Guidelines for Paper preparation (Case Report)
This section is restricted to only clinical studies. Manuscript of less than 2000 word should be arranged as follows: ⑴
title page, ⑵ abstract of less than 150 words, ⑶ introduction, ⑷ case(s), ⑸ discussion, ⑹ references (less than 10), ⑺
tables, ⑻ figures and figure legends.

Guidelines for Paper preparation (Letter to the Editor)
Constructive criticism of specific theses published by The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is welcome. Letters
dealing with subjects of general interest and/or personal opinion on a specific subject within the field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y also be agreed and accepted. The maximum length of a letter to the editor should be three
pages with a maximum of four references - though none are required.

Guidelines for Paper preparation (Terminology)
All terms used in submitted manuscript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nomenclature set by the Committee on
Nomenclature of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nd international acupuncture nomenclature proposed by WHO in 1991. The
editors reserve the right to alter non-standard terminology in all manuscripts. If in doubt, write to us for furth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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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Paper preparation (Botanical Aspects)
Utilized plant materials must be described using the Lain binomial for the plant. Method of extraction relating to plant
extracts should also be described in detail. All plant materials must be fully identified as in the following
illustration:Catharanthus roseus (L.) G. Don F. albus Pich. (Apocynaceae) as authenticated by Dr. John Doe, Department
of Botany, University of Connecticut.

After Acceptance
Manuscript assigned to be published after evaluation should be summitted electronically (disket or file), paper size is
A4 and entire manuscript is written horizontally with double space. Page number starts from title page, and word
processor is 'Hanword(Hangul)' of "Hancom" if possible.

Offprints
For an publication pee and extra charge of over pages, paper offprints can be ordered via the offprint order form
which is sent once the article is accepted for publication. Reprints can be ordered in multiples of 100 and a purchase
order form will be included with galley proofs.

All bibliographical indexes and databases
Total or part of the articles in this Journal are abstracted in Google scholar,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NDSL),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KISS) etcetera

Availability of the full-text in the web
Availability of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full-text in the web, URL address :
http://www.herbology.or.kr/board01/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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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of Conduct
Article 1 (Purpose)
This code of conduct is to prevent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members who would like to submit and
publish their works from committing misdemeanors with an aim to providing directions and basic principles for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abiding by research ethics.

Article 2 (Focus)
This code of conduct is applied to all the members who submit to and publish manuscripts through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and their materials.

Article 3 (Scope)
All the manuscripts submitted and published by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must conform to this code of
conduct unless there are special stipulations in relevant laws or regulations.

Article 4 (Constitution of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1.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to determine whether submissions conform to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policy and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if necessary.
2.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is constituted of the editor-in-chief as the Committee Chair and the two experts
nominated by the associate editors and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president

Article 5 (Infraction)
Followings are deemed to be against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code of conduct.
1. Forgery：The conduct of fabricating non-existing data or research outcome and recording or reporting them as true
and existing
2. Falsification：The conduct of counterfeiting research materials, tools, and/or research processes or the conduct of
altering or omitting research data and outcome so the research record becomes not consistent with the truth
3. Plagiarism：The conduct of plagiarizing others’ ideas, research progresses, and/or results without proper approval
4. Dual Submissions：The conduct of submitting manuscripts that were already published in or being reviewed by
other journals or the conduct of submitting the same manuscripts under review by the Journal of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to other publications
5. Division：The conduct of using part of the existing papers as another new submission
6. False Indication of Authors：The conduct of excluding from the author list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research
and outcome without valid reasons or the conduct of including to the author list those who have no contribution
under the banner of respect and gratitude

Article 6 (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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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one who has violated this code of conduct and the general research ethics cannot submit manuscripts to the The
Korean Journal of Herbology for two years and will be expelled from membership in case of a regular member. Other
matters are decided by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rticle 7
Other issues will be considered and dealt with according to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ocial norm.

Addendum
1. This code of conduct comes into force on May 21, 2008.
For the policies on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not stated in this instruc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can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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