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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different fractions isolated from modified Boyanghwano- 

tang(mBHT) extract on LPS-induced inflammation in BV2 microglial cells were investigated.

Methods : mBHT was extracted with water, and then fractionated with n-hexane, methylene 

chloride, ethylacetate and n-butanol. BV2 cells, a mouse microglia line were incub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each fraction of mBHT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LPS for 24 

h. Cell toxic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The concentration of nitric oxide (NO) was 

measured in culture medium by Griess reagent assay. The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ease (iNOS) protein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Results : Four fractions of mBHT were significantly inhibited LPS-induced NO productions in BV2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methylene chloride fraction of mBHT was most strongly 

inhibited the NO production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hers. The methylene chloride fraction of 

mBHT was also suppressed LPS-induced iNOS expression comparison of other fractions at same 

concentration (50 ㎍/㎖) in BV2 cells. 

Conclusions :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thylene chloride fraction of mBHT may have an 

strong anti-inflammatory property through the inhibition of NO production and iNOS expression in 

activated microglia, and could a therapeutic potential for the treatment of various brain 

inflammatory diseases. 

Key words : Boyanghwano-tang, inflammation, microglia, nitric oxide

서  론

추신경계는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로 구성되며 신경

교세포는 성상세포, 희돌기교세포, 신경교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교세포(microglia)는 추신경계의 내재된 

식세포로서 뇌 손상 기에 활성화되어 손상된 신경세포

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포식작용을 한다
1,2). 신경교세포의 

활성화는 뇌 안에 다른 세포보다 먼  일어나며, 구조

이고 조직 인 변화에 선행하여 해질 항상성의 불균형

과 같은 아주 미약한 미세 환경변화에도 반응을 보이게 

된다
3). 즉 활성화된 신경교세포의 기능은 세포독성기능과 

보호기능의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세포사멸을 일으

킬 정도의 손상에 해서는 조직 편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그 보다 작은 손상에서는 보호작용을 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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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게 된다4). 특히 기능 으로 활성화된 신경교세포는 

정상조건에서와 달리 포식작용을 활발히 하며, tumor 

necrosis factor(TNF)-α, interlsukin(IL)-1, IL-6 등의 염증

성 사이토카인이나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MCP)-1 등의 모카인,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COX)-2 등의 염증효소 분비를 

진하여 염증매개물질들을 다량 생성함으로써 오히려 

신경세포사멸을 유도하기도 한다
4-7).  

신경교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이런 염증매개물질들은 신

경세포사멸을 유도함으로써 뇌졸 이나 알츠하이머병, 

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따라서 활성화된 뇌신경교세포에 의해 유

도되는 염증반응과 신경세포사멸 상들의 조 은 뇌질

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는 멈출 수 있는 치료 략 수립

에 요한 지표가 된다.

補陽還五湯(Boyanghwano-tang; BHT)은 淸代 王淸任

의 ≪醫林改錯≫에 처음 수록된 처방
7)으로 補氣하는 黃

芪와 活血祛 작용이 있는 當歸尾, 赤芍藥, 川芎, 桃仁, 

紅花와 通經活血하는 地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補氣, 

活血化 , 通絡하는 효능으로 氣虛로 인한 血證을 치료

하는 처방으로 활용 되어 있다
8-10). 한 BHT는 簡明方

劑辭典에 “此方 治半身不遂 口眼喎斜 語蹇澁 口角流涎 

大便乾燥 便頻數 遺尿不禁”이라 기재된
11) 이후 주로 氣

虛血 로 인한 中風 半身不遂의 치료에 활용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허 성 뇌  질환, 뇌동맥경화, 심근경색, 

심증, 다발성 신경염, 성 정맥염 등의 질환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다
12)
. 

補陽還五湯에 한 실험  연구로는 뇌 , 지질

에 한 개선효과
13), 국소 뇌 류량 증가효과14,15), 압강

하
16), 생성 억제효과17), 고 압과 고지 증 억제효과18), 

학습과 기억력 증가  치매 억제효과
19)
, 가역성 뇌허 로 

인한 뇌세포 손상 감소효과
20,21), 신경세포사멸 억제효과22,23) 

등이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허 성 뇌졸 의 병태생리에 

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교세포 활성화와 이에 따른 염증반응

에 한 BHT의 효과에 한 연구는 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뇌졸  환자들이 기억력 감퇴 등 치매

와 련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착안하여 補陽

還五湯 處方에 血을 순환시키는 丹蔘, 牛膝, 桂枝와 腦

神經을 보호하는 遠志, 石菖蒲 등을 추가하여 加味補陽還

五湯(modified BHT, mBHT)을 만들었으며, 加味補陽還五湯

으로부터 다양한 분획물(methylene chloride, ethylacetate, 

n-butanol외 water)을 분리하여 신경교세포에서의 염증

매개물질 분비에 한 억제효과를 조사하 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加味補陽還五湯 처방(Table 1)의 구

성 한약재는 (주) 명당제약(울산, 한국)으로부터 구입한 

후 동국 학교 한의과 학 본 학교실에서 검정하고 정

선한 것을 사용하 다. 

Table 1. 加味補陽還五湯의 구성약재

韓藥名 生藥名 配合比

  黃芪 Astragali Radix 10

  當歸尾 Angelicae Gigantis Radix 2

  芍藥 Paeoniae Radix 1.5

  川芎 Cnidii Rhizoma 1

  蚯蚓 Lumbricus 1

  桃仁 Percicae Semen 1

  紅花 Carthami Flos 1

  土牛膝 Achyranthes bidentata Blume 1.5

  丹蔘 Salviae Miltiorrhizae Radix 4

  桂枝 Cinnamomi Ramulus 1

  遠志 Polygalae Radix 1

  石菖蒲 Acori Graminei Rhizoma 1

 

2) 시약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n-hexane, methylene chloride, 

ethylacetate, n-BuOH (Merck Co., Germany), lipopolysaccharide 

(LPS; E. coli B0111:B4; Sigma, St. Louis, MO, USA), 

MTT(Sigma), Protein assay solution(BioRad Labolatories 

Inc., Hercules, CA, USA), 30% Acrylamide solution 

(BioRad Labolatories Inc), NP-40 Cell Lysis Reagent 

(Invitrogen, CA, USA), N-trityl-1,3-propanediamine acetate 

(Sigma), Sulfanilamide(Sigma), anti-iNOS antibody(SantaCruz 

Co Ltd, Santa Cruz, CA, USA) 등이다.

2. 방법

1) mBHT 물추출물 제조  분획물 분리

본 실험에 사용한 加味補陽還五湯(mBHT)은 Table 1

의 처방 비율로 구성된 각 약재를 정량하여 총 50 kg을 

세말한 다음, GMP 시설업체의 추출기에 투입하고 물 

1,000 L를 용매로 하여 98℃에서 3시간 동안 추출하 으

며 3 batch의 연조엑스를 수득하 다. 이를 다시 700 

mmHg, 55℃에서 15시간 감압 건조하여 건조엑스를 수득

하 으며, 이때 수득률은 34.8% 다. 

mBHT 물추출물로부터 다양한 분획물을 분리하기 

하여 mBHT 건조엑스(100 g)를 물 1 L에 탁하여 3 L 

분액여두에 넣은 후 헥산(n-hexane) 1 L를 첨가하여 24

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40℃에서 헥산층을 감압농축

하 다. 그러나 헥산 분획물은 얻지 못했다. 

남은 물 탁액에 methylene chloride 용매 1 L를 넣은 

후 24시간 상온에서 방치한 다음 40℃에서 감압농축하여 

methylene chloride 분획물(3.5 g; mBHT-MC)을 얻었다. 

다시 나머지 탁액에 ethyl acetate 용매 1 L를 넣어 

상온에서 24시간 방치 한 후 40℃에서 감압농축하여 ethyl 

acetate 분획물(1.5 g, mBHT-EtOAc)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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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남은 물 탁액에 n-butanol 용매 1 L를 넣어 24

시간 경과 후 60℃에서 감압농축하여 n-butanol 분획물

(11 g, mBHT-BuOH)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물 탁액은 50℃에서 감압농축함으

로써 최종 물분획물(64 g, mBHT-H2O)을 얻었다(Fig. 1).

Fig. 1. Scheme for preparation of the mBHT extract and its 
fractionation

2) 세포배양

마우스의 뇌 신경교세포주인 BV2 cell은 고려 학교 

의과 학 뇌신경과학교실로부터 분양받았으며, 10% fetal 

bovine serum(FBS)과 1%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

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을 배

양액으로 하여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 다.

3) 세포독성 조사

BV2 세포(5×10
4
 cells/well)를 24-well culture plate에 

1 ㎖의 DMEM 배지와 함께 하룻밤 배양한 다음, 각 분획

물을 다양한 농도로 30분 동안 처리한 후 LPS (1 ㎍/㎖) 

함께 24시간 배양하 다. 각 well에 5 ㎎/㎖ 농도의 

MTT 용액을 50 ㎕씩 넣은 후 4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환원반응을 유도하 으며, 1 ㎖의 DMSO 용액을 첨가하

여 보라색 formazan 결정을 완 히 용해시켰다. 각 well

의 발색정도를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70 nm에

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세포독성은 세포만 배양한 무

처리구의 생존도 100%를 기 으로 약물처리군의 상

인 세포생존도를 계산하 다. 

4) Nitric oxide 측정

BV2 세포로부터 생성된 nitric oxide(NO)의 양은 세포

배양액  존재하는 NO2
-의 형태를 Griess reagent 반응

법으로 측정하 다. 즉 BV2 세포에 독성이 없는 농도범

의 mBHT 분획물을 30분간 처리한 다음, LPS(1 ㎍/㎖)

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 다. 세포배양액을 수거하여 배

양액 100 ㎕에 동일한 양의 Griess 시약(0.1% NED/1% 

sulfanilamide in 5% H3PO4)을 넣은 후 15분간 암반응 하

다. 발색정도를 microplate reader의 540 nm 흡 도에

서 측정하 으며, 세포배양액 내 NO의 농도는 NaNO2 

표 액의 정량곡선을 기 으로 계산하 다.  

5) Western blot

BV2 세포에서 발 되는 염증효소인 iNOS 단백질에 

한 효과를 조사하기 해 Western blot을 수행하 다. 

먼 , BV2 세포에 독성이 없는 농도범 의 mBHT 분획

물을 30분 동안 처리한 다음, LPS(1 ㎍/㎖)를 처리하여 

18시간 동안 배양하 다. 각 세포를 수거하여 HBSS 용

액으로 2회 세척한 다음 lysis buffer(50 mM HEPES, 

pH 7.4, 150 mM NaCl, 1% deoxycholate, 1 mM EDTA, 

1 mM PMSF, 1 ㎍/ml aprotinin) 0.1 ㎖으로 lysis시키고 

12,000 rpm에서 20분 원심분리하여 단백질을 분리하 다. 

분리된 각 단백질의 농도를 protein assay solution으로 

정량한 다음, 30 ㎍ 단백질을 2 × sample buffer (100 mM 

Tris-HCl, pH 6.8, 200 mM dithithreitol, 4% SDS, 0.2% 

bromophenol blue, 20% glycerol)와 섞어 10-15% SDS- 

PAGE를 통해 분리하 다. 분리된 gel상의 단백질을 NC 

membrane으로 transfer시키고 각 membrane은 5% skim 

milk로 실온에서 1시간 blocking하 다. 이를 iNOS  β

-actin에 한 일차항체와 함께 4℃에서 하룻밤 반응시킨 

후 0.05% Tween이 들어간 TBS로 3회 세척하 다. 여기

에 다시 anti-IgG conjugated HRP 항체를 넣어 1시간 

실온에서 반응시키고 이를 다시 0.05% Tween이 들어간 

TBS로 3회 세척한 다음 ECL 용액을 이용하여 x-ray 

film에 감 시켰다. 

6) 통계학  검정

결과는 3회 반복실험에 한 평균(mean)±표 편차(SD)

로 나타내었으며, 통계학  분석은 Graph Pad Prism program

의 1-way ANOVA test를 수행하여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1. 세포독성 검정 

mBHT 분획물(1 ㎍/㎖, 5 ㎍/㎖, 10 ㎍/㎖, 50 ㎍/㎖, 

100 ㎍/㎖)의 BV2 세포에 한 독성정도를 MTT assay 방

법으로 조사한 결과(Fig. 2), mBHT-MC는 100 ㎍/㎖ 농도

(15.47±6.95%)에서 독성을 나타내었으며, mBHT-EtoAc, 

mBHT-BuOH, mBHT-H2O는 각각 100 ㎍/㎖ 농도에서 

93.92±10.76%, 98.47±4.33%, 104.30±1.31%로 모두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실험은 mBHT-MC가 독

성을 나타내지 않는 50 ㎍/㎖ 이내 농도에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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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mBHT fractions on the viability of BV2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the methylene 
cloride(mBHT-MC), ethylacetate fraction (mBHT-EtOAc), n-butanol 
fraction(mBHT-BuOH) and water fraction (mBHT-H2O) with LPS(1 ㎍/
㎖) for 24h, and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averaged mean valu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bars), and are shown as percentage cell 
viability compared with the viability of untreated control cells. *** :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LPS only (*** : p < 0.001). 

Fig. 3. Effects of the mBHT fractions on NO production in 
LPS-stimulated of BV2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the methylene 
chloride(mBHT-MC), ethylacetate fraction(mBHT-EtOAc), n-butanol 
fraction(mBHT-BuOH) and water fraction (mBHT-H2O)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1 ㎍/㎖) for 18h. The 
nitrite concentrations in medium were determined by Griess regent 
assay.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averaged 
mean valu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bars). Statistical 
test : a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control, b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LPS only (* : p < 0.05. *** : p < 0.001). 

2. NO 생성에 한 효과

활성화된 신경교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염증물질인 NO

에 한 mBHT 분획물의 억제효과를 조사하기 해서 

세포배양액으로부터 Griess assay 방법으로 NO의 양을 

측정하 다(Fig. 3). 먼  세포만 배양하 을 때 세포배양

액 내 NO의 농도는 5.19±0.53 μM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

으며, LPS를 처리하 을 때 10.09±0.30 μM 농도로 증가

되었다. mBHT-MC는 1, 5, 10, 50 ㎍/㎖ 농도에서 각각 

9.38±0.30 μM, 8.84±0.84 μM, 5.56±0.32 μM, 4.52±0.04 μ

M로 측정되었으며, mBHT-EtoAc는 각각 8.37±1.10 μM, 

7.67±0.30 μM, 7.57±1.90 μM, 5.45±1.62 μM로 측정되어 

유의 이고 처리 농도에 의존 으로 NO 생성이 감소되

었다. 반면 mBHT-BuOH은 1, 5, 10, 50 ㎍/㎖ 농도에서 

NO의 농도가 8.63±1.10 μM, 8.66±1.65 μM, 8.03±1.39 μM, 

5.64±0.11 μM로 측정되어 50 ㎍/㎖ 농도에서만 유의 인 

NO 생성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며, mBHT-H2O는 10.11± 

0.14 μM, 9.84±0.57 μM, 8.71±0.62 μM, 8.34±0.28 μM로 

측정되어 유의 인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mBHT의 분획물을 동일한 농도로 비교하 을 때, 10 ㎍/㎖ 

농도에서 mBHT-MC만 유의 으로 NO 생성을 감소시켰

으며(Fig. 4A), 50 ㎍/㎖ 농도에서는 mBHT-H2O을 제외한 

모든 분획물에서 유의 으로 NO의 농도를 감소시켜(Fig. 

4B), mBHT의 분획물 에서는 mBHT-MC가 활성화된 

신경교세포로부터 생성되는 NO의 억제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Effects of the mBHT fractions on NO production in 
LPS-stimulated of BV2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same concentrations(A : 10 ㎍/ml, B : 50 
㎍/ml) of the methylene chloride(mBHT-MC), ethylacetate fraction 
(mBHT-EtOAc), n-butanol fraction(mBHT-BuOH) and water fraction 
(mBHT-H2O)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1 
㎍/㎖) for 18h. The nitrite concentrations in medium were determined 
by Griess regent assay.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averaged mean valu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bars). Statistical test : a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control, b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LPS only (* : p < 0.05. ** : p < 0.01). 

3. iNOS 발 에 한 효과

활성화된 신경교세포로부터 발 되는 NO 합성효소인 

iNOS에 한 mBHT 분획물의 억제효과를 Western blot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세포만 배양하 을 때는 iNOS 발

이 거의 찰되지 않았으며, LPS 처리에 의해 유의

으로 증가하 고 mBHT-MC와 mBHT-EtOAc에 의해 

히 감소되었다(Fig. 5). 한 mBHT-BuOH의 경우, 

mBHT-MC와 mBHT-EtOAc 보다는 었으나, 조군에 

비해서는 iNOS의 발 이 감소되었고,  mBHT-H2O는 

iNOS 발 을 억제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BHT 분획물  mBHT-MC가 다른 분획물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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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the mBHT fractions on LPS-induced iNOS 
expression in BV2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same concentrations (50 ㎍/㎖) of the 
methylene chloride (mBHT-MC), ethylacetate fraction (mBHT-EtOAc), 
n-butanol fraction (mBHT-BuOH) and water fraction (mBHT-H2O)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 (1 ㎍/㎖) for 18h. 
The protein levels were determined Western blot.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averaged mean valu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bars). Statistical test : a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control, b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LPS only (* : p <
0.05. *** : p < 0.001). 

LPS에 의해 유도된 iNOS 단백질의 발 을 효과 으로 

억제시켜 NO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염증반응은 어떤 자극에 한 생체 조직의 비특이  

면역반응으로써 조직의 변성, 순환장애와 삼출, 조직 증

식의 세 가지를 유발하는 복잡한 병변이다
24,25)
. 식세포

는 기 염증반응에 여하는 표 인 면역세포로서 동물

체내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외부 이물질을 탐지하고 포식하

여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포식작용과 tumor necrosis 

factor (TNF)-α, interleukin (IL)-1β, IL-6와 같은 염

증성 사이토카인을 비롯하여 reactive oxygen species 

(ROS),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 E2 (PGE2) 등의 

다양한 염증매개물질들을 분비하는 면역세포이다
26,27). 외

부자극으로부터 활성화된 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염증

매개물질은 기 염증반응을 유도하여 천식, 기 지염, 

염, 다발성경화증, 동맥경화증, 뇌졸 , 바이러스 감

염 등으로 인한 만성  염증질환 유발과 질병 발달에 기

여하게 된다
19,20). 

뇌졸 에서는 신경세포 손상을 통해 일어나는 염증반

응이 주로 신경교세포(microglia) 활성화를 통해 나타나

며 뇌부종과 뇌경색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28) 염증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유의 으로 증가되는 염증물질을 감소시

켜 뇌졸 의 진행을 막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8)
. 최근에는 한방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방처방이나 한약재로부터 유래되는 다

양한 활성물질이 뇌졸  치료약물 개발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다
29-34). 

한의학에는 풍의 後遺障碍 치료와 개선을 한 많은 

治療方法과 處方들이 있는데 그  淸時代의 王淸任이 소

개한 補陽還五湯(BHT)은 표 인 偏麻痺 치료처방 의 

하나로
35), 주로 氣虛血 로 인한 中風 半身不遂 治療에 활

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虛血性 腦血管 疾患, 腦動脈 硬化 

뿐 아니라 冠狀動脈硬化, 心筋梗塞, 狹心症, 多發性神經炎, 

血栓性靜脈炎 等의 疾患에도 응용되고 있다
12). 

실제 한방임상에서는 뇌졸  환자들이 기억력 감퇴 등

의 치매 련 임상증상을 함께 동반하기도 하여 血을 

순환시키는 丹蔘, 牛膝, 桂枝와 뇌신경을 보호하는 것으

로 알려진 遠志, 石菖蒲 등을 첨가하여 처방하기도 사용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 성 뇌졸  시 염

증반응 유발에 핵심이 되는 신경교세포의 활성을 제어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기 해서 加味補陽還五湯(mBHT) 

물추출물로부터 다양한 분획물을 분리하고 신경교세포에

서의 염증반응 억제효과를 조사하 다. 

LPS는 염증반응 유도물질로서 신경교세포로부터 NO, 

ROS, 염증사이토카인 등 각종 염증매개물질 분비를 유도

하게 되는데
32,33)
, 최근 신경교세포의 LPS 인식기 의 이

해  염증유발 련 유 자의 발굴, 나아가 이들의 조

을 통해 각 종 뇌질환 치료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36). 

NO는 독성 자유기(free radical)로서 심 계, 신경계, 

면역계 내 달물질이며 세포 내 항상성 유지, 신경 달

물질 운반, 항암작용  세포독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 NO는 NO 합성경로를 통해 

L-arginine이 산화되어 citrullin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간 생성물이며 endothelial NOS (eNOS), 

neuronal NOS (nNOS), inducible NOS (iNOS)가 있는데 

eNOS와 nNOS는 칼슘농도에 의존 으로 소량 발 되는 

반면, iNOS는 칼슘농도에 상 없이 염증자극으로 다량 합

성되며 NO를 생성하여 염증반응에 기여하게 된다
27,37). 일

반 으로 iNOS는 식세포에서 LPS, TNF-α, interferon 

(IFN)-γ와 같은 염증자극에 의해 유도되며, 특히 LPS나 

세균의 lipopeptide에 의해 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38). 

NO는 원래 염증성 는 항염증성의 기능을 동시에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체 내 과도한 분비는 오히려 

세포독성을 래하여 세포를 괴하고 쇼크에 의한 

확장  염증반응 가속화를 통해 조직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27,37). 따라서 각종 염증질환에서 염증반응이 진행되

는 동안 유의 으로 증가하는 NO와 iNOS의 생성을 억

제하는 것은 효과 인 치료방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BHT 물추출물의 분획물(methylene 

chloride, ethylacetate, n-butanol, water)은 모두 독성이 

없는 농도범 에서 LPS에 의해 활성화된 BV2 세포로부

터 분비되는 NO의 농도를 유의 으로 감소시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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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 chloride 분획물은 ethyl acetate, n-BuOH 분획물

에 비해 NO 생성을 가장 많이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재까지 한약복합물에 의한 iNOS 생성 억제에 한 

약리학  기 이 명확하게 밝 져 있지는 않지만, NO 생

성을 억제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약물 처리에 의해 

iNOS의 promoter activity가 억제되거나, iNOS 유 자의 

사가 억제되는 경우  세포 밖으로 분비된 NO가 약

물에 의해 직  소거(scavenging)되는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20). 따라서 mBHT의 분획물은 

iNOS의 유 자 사를 억제함으로써 단백질 합성을 차

단하여 최종 으로 NO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는 mBHT의 여러 분획  

LPS에 의해 활성화된 신경교세포로부터 생성되는 염증

매개물질인 NO와 iNOS를 가장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는 분획물은 methyl chloride 분획물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mBHT의 methyl chloride 분획물이 뇌졸 에

서 신경교세포에 의한 염증반응을 조 할 수 있는 약물

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加味補陽還五湯(mBHT)으로부터 염증

반응 억제 효과를 가진 생리활성분획물을 도출하기 하

여 신경교세포로부터 LPS에 의해 유도되는 NO와 iNOS

에 한 억제효과를 조사하 다.

1. BV2 세포에서 mBHT의 ethyl acetate, butanol, H2O 

분획물은 100 ㎍/㎖까지 독성이 없었으며, methyl 

chloride 분획물은 50 ㎍/㎖까지 독성이 없었다. 

2. mBHT의 methyl chloride, ethyl acetate, butanol 

분획물은 BV2 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NO 

생성을 유의 으로 감소시켰으며, 특히 methyl 

chloride 분획물은 10 ㎍/㎖ 농도에서 다른 분획물

에 비해 NO의 생성을 히 감소시켰다.  

3. mBHT의 methyl chloride 분획물은 다른 분획물에 

비해 BV2 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iNOS의 

단백질 발 을 히 감소시켰다. 

따라서 mBHT 물추출물의 분획물  methyl chloride 

분획물이 활성화된 뇌신경교세포로부터 분비되는 NO와 

iNOS를 가장 효과 으로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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