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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In this study, the effect of Dipsaci Radix(DR, Dipsacus asperoides C.Y. Cheng et T. M. 

Ai) water extract on LPS-induced inflammatory response in RAW264.7 cells were investigated.

Methods : Dried roots of DR was extracted with water for 3 h(DR-W extract). RAW264.7 cells, a 

mouse macrophage line, were incub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DR-W extract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LPS at indicated times. Cell toxic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The 

concentrations of nitric oxide (NO) and prostaglandin E2 (PGE2) were measured by Griess assay and 

enzyme immunoassay (EIA), respectively. The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ease (iNOS) 

and cyclooxyganase (COX)-2 mRNA and protein was determined by RT-PCR and Western blot, 

respectively. 

Results : DR-W extract was significantly inhibited LPS-induced productions of NO and PGE2 in 

RAW264.7 cells. DR-W extract was not suppressed the expressions of iNOS mRNA and protein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DR-W extract can attenuate inflammatory response via  

inhibition of the NO and PGE2 production in activated macrophages. 

Key words : Dipsaci Radix, inflammation, macrophage, nitric oxide, prostaglandin E2

서  론

염증반응은 인체 내 부분의 기 에서 유발되는 기본

인 면역반응으로 성과 만성으로 나 어지는데
1), 성 

염증반응은 물리  자극이나 외부 감염 등에 의해 즉각

으로 조직손상을 유발하는 반면, 만성 염증반응은 성

보다 오래 걸리고 지속 이며 단핵구나 식세포, 림

구, 장세포 등의 침윤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으며, 조직

괴와 치유과정을 통해 신생이나 섬유화를 유발하

게 된다
1,2). 식세포(macrophage)는 동물체내 모든 조직

에 분포하며 인체 내 선천  면역반응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로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이물질이나 세균, 바이러

스, 노화세포 등을 포식하고 소화하는 식균작용과 함께 

다양한 염증물질들을 다량 분비함으로써 기 염증반응

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한다
3). 식세포는 병원균과 같은 

외부 자극원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됨으로써 활성아

민류(norepinephrine), 아라키돈산 사물(prostaglandins, 

leukotriene, lipoxin), 염증사이토카인류(tumor necrosis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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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TNF-α, interleukin-1, IL-6, granulocyte 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s; GM-CSF), 소 활성인자, 

산화질소(nitric oxide, NO),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등 다양한 염증매개물질들을 분비함으로써 면역

조 을 통해 생체 내 방어기능과 항상성 유지 기능을 조

하는 반면,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각종 만성  염증질환 

발병에 기여하게 된다
4-7). 따라서 식세포의 활성을 어

떻게 조 되는가를 이해하고, 활성화된 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각종 염증물질을 억제시키는 것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염증질환의 진행을 막아  수 있는 유효

한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7,8). 최근에는 다양한 한약재를 

이용하여 각종 염증질환에서 식세포의 활성조 과 항

염증효과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9-14). 

續斷(Dipsaci Radix)은 산토끼과(Dipsacaceae)에 속하

는 多年生 草本인 川續斷(Dipsacus asperoides C.Y. 

Cheng et T. M. Ai) 는 산토끼꽃(D. japonicus Miq.)

의 뿌리로서 가을에 채취하여 根頭와 尾稍  細根을 제

거하고 微火로 烘乾하여 사용하는데, 주로 骨筋을 이으며 

질박, 상을 다스리고 固精하는 데 사용한다. 한의학에

서 續斷은 補肝腎, 續筋骨, 調血脈, 治腰背酸痛, 足膝無力, 

胎漏, 崩漏, 帶下, 遺精, 跌打損傷, 金瘡, 痔漏, 癰疽瘡腫 

등으로 肝腎의 기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腰膝酸痛과 崩

漏胎動  外傷으로 인한 筋骨의 손상 는 關節不利 등

의 병증에 하여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續斷에 한 실험연구로는 續斷 물추출물의 풍

모델 흰쥐에서 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근섬유 축의 억

제효과
16)
  골 도 증가효과

17)
, 생리활성성분인 SD62- 

122의 치은섬유아세포에 한 치주재생효과
18)  흰쥐 

두개골세포의 분화유도효과
19), dichloromethane 분획물의 

태아골모세포에 한 골조직 재생과 골결  형성 효과
20) 

등이 보고되었으며, 사포닌 성분의 항암효과
21)

에 한 보

고가 있다. 그러나 續斷의 식세포에서의 염증반응 억제 

효과에 한 보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續斷 물추출물의 식세포에서

의 염증반응 억제효과를 조사하 으며, 이에 유의한 효과

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續斷(Dipsaci Radix; DR, Dipsacus 

asperoides C.Y. Cheng et T. M. Ai)은 가을에 채취하여 

根頭와 尾稍  細根을 제거하고 微火로 烘乾한 것을 

(주) 명당제약(울산, 한국)으로부터 구입하 으며 동국

학교 한의과 학 본 학교실에서 검정하고 정선한 것

을 사용하 다. 

2) 시약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lipopolysaccharide(LPS; E. coli 

B0111:B4; Sigma, St Louis, MO, USA), 3-(4,5-dimethyl 

thazol-2-yl-2,5-teterazolium bromide(Sigma), QIAzol 

reagent (Quigen, Maryland, USA), Improm-II
TM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Co Ltd, WI, USA.), Protein 

assay solution (BioRad Labolatories Inc, Hercules, CA), 

30% Acrylamide solution (BioRad Labolatories Inc), 

M-PER Mammalian Protein Extraction Reagent (Thermo, 

Rockford, USA), UltraPure™ DEPC-treated water (Invitrogen, 

Carlsbad, CA, USA), N-trityl-1,3-propanediamine 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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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rmigen
TM, Franklin Lakes, NJ USA), anti-COX-2 

anti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Danvers, 

MA, USA.), anti-β-Actin (Sigma), PGE2 EIA kit (R&D 

System, Inc, Minneapolis, MN, USA) 등이다.

2. 방법

1) 續斷 추출물 제조

건조된 續斷의 뿌리(100 g)를 grinder를 이용하여 분쇄

한 후 증류수 1L를 가하고 추출기에서 3시간 동안 탕

하 으며, 2겹 거어즈와 와트만여과지(Whatman paper 

No. 1)로 흡입여과한 후 감압농축하여 21.2 g의 수율로 

續斷 물추출물(DR-W extract)을 얻었다. 

2) 세포배양

쥐의 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 Manassas, VA, USA)로부

터 구입하 으며, 10%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과 1% penicillin / streptomycin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을 배양액으로 하여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 다.

3) 세포독성 조사

RAW264.7 세포(5×10
4
 cells/well)를 96-well culture 

plate에 100 ㎕의 DMEM 배지와 함께 하룻밤 배양한 후 

다양한 농도의 續斷 물추출물을 30분간 처리 한 다음 

LPS (1 ㎍/㎖)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 다. 각 well에 

5 ㎎/㎖ 농도의 MTT 용액을 5 ㎕씩 넣은 후 4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환원반응을 유도하 으며, 100 ㎕의 DMSO 

용액을 첨가하여 보라색의 formazan 결정을 완 히 용해

하 다. 발색정도를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세포독성(cell toxicity)은 

세포만 배양한 무처리구의 생존도 100%를 기 으로 약

물처리군의 상 인 세포생존도(cell viability, %)를 계

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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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itric oxide 측정

RAW264.7 세포로부터 생성되는 NO의 양을 세포배양

액  존재하는 NO2
-의 형태로 Griess reagent 반응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즉 RAW264.7 세포에 다양한 농도

의 續斷 물추출물을 30분간 처리한 다음, LPS (1 ㎍/

㎖)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 다. 세포배양액을 수거하

여 배양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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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측정하 으며, 세포배양액 내 NO의 농도(μM)

는 NaNO2 표 액의 정량곡선을 기 으로 계산하 다.  

5) Prostaglandin E2 측정

활성화된 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염증물질인 prostaglandin 

E2 (PGE2)의 양을 세포배양액으로부터 효소면역반

응법(Enzyme Immuno-Assay; EI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즉 RAW264.7 세포에 다양한 농도의 續斷 물추출물을 

처리하여 30분간 배양한 다음 LPS (1 ㎍/㎖)를 처리하여 

16시간 배양하 다. 세포배양액을 수거하여 배양액 내에 

존재하는 PGE2의 양을 측정하 으며, 세포배양액 내 존

재하는 PGE2의 농도는 PGE2 표 액의 정량곡선을 기

으로 계산하 다. 

6) Reverse transcriptase (RT)-PCR

RAW264.7 세포에서 발 되는 염증효소인 iNOS와 COX-2

의 유 자 발 에 한 續斷 추출물의 효과를 조사하기 해 

RT-PCR을 수행하 다. 즉 RAW264.7 세포에 100㎍/㎖ 농도

의 續斷 물추출물을 처리하여 30분 동안 배양한 다음, 

LPS (1 ㎍/㎖)를 처리하여 6시간 동안 배양하 다. 세포

를 수거하여 5,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QIAzol 

reagent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리하 다. 분리된 

RNA (5 ㎍)와 oligo-(dT) primer, Improm-II
TM reverse 

transcriptase를 이용하여 25℃에서 10분, 42℃에서 60분, 

70℃에서 15분 조건으로 cDNA를 합성하 다. 합성된 

cDNA에 한 PCR을 수행하기 해 cDNA 1 ㎍에 

target-specific primers (Table 1) 1㎕  10×buffer (10 

mM Tris-HCl, pH 8.3, 50 mM KCl, 0.1% Triton 

X-100), 250 μM dNTP, 1 U Tag polymerase를 혼합한 

후 denaturation을 해 94℃에서 30 , annealing을 해 

55∼60℃에서 50   extension을 해 70℃에서 60  

조건에서 27 cycles을 수행하 다. PCR 반응의 표  조

구로 GAPDHs를 사용하 다. 

Table 1. The Primers for PCR

Primer Sequences

iNOS
Sense 5'-GAC CAG ATA AGG CAA GCA C-3' 

Antisense 5'-CTT GTC TTT GAC CCA GTA GC-3'

COX-2
Sense 5'-ATG CTC CTG CTT GAG TAT GT-3'

Antisense 5'-CAC TAC ATC CTG ACC CAC TT-3'

GAPDH
Sense 5'-CTC GTG GAG TCT ACT GGT GT-3'

Antisense 5'-GTC ATC ATA CTT GGC AGG TT-3'

7) Western blot

RAW264.7 세포에서 발 되는 iNOS와 COX-2의 단백

질 발 에 한 續斷 물추출물의 효과를 조사하기 해 

Western blot을 수행하 다. 즉 RAW264.7 세포에 100 

㎍/㎖ 농도의 續斷 물추출물을 처리하여 30분 동안 배양

한 다음, LPS (1 ㎍/㎖)를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각 세포를 수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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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lysis시킨 후 12,000 rpm에서 20분 원심분리하여 단백질

을 분리하 다. 분리된 단백질을 protein assay solution

으로 정량한 다음, 20 ㎍ 단백질과 2×sample buffe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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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bromophenol blue, 20% glycerol)를 섞어 100℃에서 

3분 끓인 후 10～15% SDS-PAGE를 이용하여 분리하

다. 분리된 gel상의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

로 transfer시킨 후 5% skim milk로 실온에서 1시간 

blocking하 다. 이를 0.05% Tween이 함유된 TBS-T로 

희석된 iNOS, COX-2  β-actin에 한 일차항체와 함

께 4℃에서 하룻밤 반응시킨 후 TBS-T로 3회 세척하고, 

다시 anti-IgG conjugated HRP 항체와 함께 1시간 실온

에서 반응시켰다. 이를 TBS-T로 세척한 후 ECL 용액을 

이용하여 x-ray film에 감 시켰다. 

8) 통계학  검정

모든 결과는 3회 반복실험에 한 평균±표 편차(mean± 

SD)로 나타내었으며, 통계학  분석은 Graph Pad Prism 

program의 Student t-test를 수행하여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1. 세포독성 검정

續斷의 물추출물(DR-W)의 RAW264.7 세포에 한 독

성정도를 평가하기 해서 MTT assay 수행한 결과(Fig. 

1), 세포만 배양한 경우의 세포생존율 100%를 기 으로 

續斷 물추출물의 농도 1 ㎍/㎖, 10 ㎍/㎖, 100 ㎍/㎖, 1,000 

㎍/㎖를 각각 처리하 을 때 세포생존율이 99.94±0.78%, 

99.56±1.76%, 98.96±0.95%  7.40±1.33%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RAW 264.7 세포에서 續斷 물추출물은 100 ㎍/㎖ 

농도까지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후 실험은 세

포독성이 없는 농도범 에서 수행하 다.

2. NO 생성에 한 효과

LPS에 의해 활성화된 RAW264.7 세포로부터 생성되

는 염증물질인 NO에 한 續斷 물추출물의 억제효과를 

조사하기 해서 세포배양액으로부터 Griess assay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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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Dipsaci Radix water extract on cell viability 
of RAW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Dipsaci Radix 
water extract (DR-W) for 24h with LPS (1 ㎍/㎖), and then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averaged mean valu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bars). ***p < 0.001 vs. cells alone. 

Fig. 2. Effects of Dipsaci Radix water extract on LPS-induced 
NO production in RAW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100 ㎍/㎖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 (1 ㎍/ml) for 24h. The NO concentrations were 
determined in culutre medium by Griess reagent.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averaged mean valu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bars). *** p < 0.001 vs. LPS alone. 

을 수행한 결과(Fig. 2), 세포만 배양하 을 때 NO의 농

도는 4.26±1.76 μM로 매우 낮았으며, LPS 처리 후 39.98± 

1.45 μM 농도로 증가되었다. 한 續斷 물 추출물(DR-W)

을 100 ㎍/㎖ 처리하 을 때에는 22.69±2.44 μM로 측정

되어 유의 으로 NO 생성이 억제되었다.  

3. PGE2 생성에 한 효과

LPS에 의해 활성화된 RAW264.7 세포로부터 생성되

는 염증물질인 PGE2에 한 續斷 물추출물의 억제효과

를 조사하기 해서 세포배양액으로부터 효소면역반응법

으로 측정한 결과(Fig. 3), 세포만 배양하 을 때 PGE2의 

농도는 28.4±1.35 pg/㎖로 매우 낮았으며, LPS 처리 후 

813.2±13.9 pg/㎖ 농도로 증가되었다. 한 續斷 물 추출

물(DR-W)을 100 ㎍/㎖ 처리하 을 때에는 66.6±29.2 pg/㎖ 

pg로 측정되어 유의 으로 PGE2 생성이 억제되었다.  

4. iNOS와 COX-2 발 에 한 효과

LPS에 의해 활성화된 RAW264.7 세포로부터 발 되

는 NO 합성효소인 iNOS와 PGE2 합성효소인 COX-2의 

Fig. 3. Effects of Dipsaci Radix water extract on LPS-induced 
PGE2 production in RAW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100 ㎍/㎖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 (1 ㎍/ml) for 16h. The PGE2 concentrations 
were determined in culutre medium by EIA.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averaged mean valu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bars). * p < 0.05 vs. LPS alone. 

  

Fig. 4. Effects of Dipsaci Radix water extract on LPS-induced 
expression of iNOS and COX-2 mRNA and protein in 
RAW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100 ㎍/㎖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 (1 ㎍/ml) for 6h (for RT-PCR) and 24h (for 
Western blot). The expression of iNOS and COX-2 mRNA and 
protein was determined by RT-PCR (left) and Western blot(right), 
respectively.

유 자와 단백질 발 에 한 續斷 물추출물의 억제효과

를 RT-PCR 방법(Fig. 4A)과 Western blot 방법으로 조

사하 다(Fig. 4). 

먼  iNOS와 COX-2 유 자와 단백질의 발 은 

RAW264.7 세포만 배양하 을 때는 거의 찰되지 않았

으며, LPS 처리 후 발 이 증가되었다. 한 LPS에 의해 

유도된 iNOS와 COX-2 유 자와 단백질의 발 은 續斷 

물추출물(DR-W, 100 ㎍/㎖)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고  찰

염증반응은 어떤 자극에 한 생체 조직의 비특이  

면역반응으로써 조직의 변성, 순환장애와 삼출, 조직 증

식의 세 가지를 유발하는 복잡한 병변이다
1,2). 식세포는 

기 염증반응에 여하는 표 인 면역세포로서 동물

체내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외부 이물질을 탐지하고 포

식하여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포식작용과 더불어 외부자

극을 통해 염증사이토카인, eicosanoids, ROS, NO, PGE2 

등의 다양한 염증물질 분비를 통해 기 염증반응을 유

도하게 된다
4-7). 즉 활성화된 식세포로부터 다량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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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염증물질들은 기 염증반응 유발을 통해 기 지염, 

염, 다발성경화, 동맥경화, 뇌졸 , 퇴행성뇌질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질환 등의 발병을 유도하게 

되며 질환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22,23,). 따라서 

각종 염증질환에서 염증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유의 으

로 증가되는 다양한 염증물질을 효과 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항염증제제  치료보조제 개발에 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한약재로부터 유래되는 생리

활성물질이나 단일화합물이 치료제 개발의 표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9-14). 

續斷은 川續斷의 뿌리로서 補肝腎, 强筋骨, 續筋接骨, 

調血脈의 한의학  효능으로 肝腎의 기능이 부족하여 나

타나는 腰膝酸痛과 崩漏胎動  外傷으로 인한 筋骨의 손

상 는 關節不利 등의 병증에 해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5). 續斷의 성분으로는 sweroside, loganin 등의 

iridoid 계열의 화합물과 triterpenoid saponins 등이 알려져 

있다
15). 續斷에 한 실험  효능연구로는 골 도 개선, 골

다공증 방지, 장골길이 성장, 골모세포의 분화와 증식 진, 

골 통이나 근육통증의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으며
16-20), 성

분에 한 연구로는 사포닌(saponin)의 항암, 항산화, 신

경보호, 인지기능장애 억제  뇌허  손상에 한 보호 

효과 등이 보고되었다
21)
. 그러나 續斷의 항염증 효능에 

한 실험연구는 되어 있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는 續斷 

물추출물의 활성화된 식세포에서의 염증반응 억제효과

를 조사하 다. 

NO는 자유기(free radical)로서 심 계, 신경계  

면역계의 달물질이며, 세포 내 항상성의 유지, 신경

달물질의 운반, 항암 작용  세포독성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23). NO는 NADPH 의

존  효소인 세 가지 형태의 NO 합성경로(NO synthase 

pathway; NOS)를 통해 L-arginine이 산화되어 citrullin

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간 생성물이며, NOS 

 endothelial NOS(eNOS)와 neuronal NOS (nNOS)는 칼

슘농도에 의존 이고 자극에 한 반응이 아닌 구성성분

으로서 일시 으로 소량 발 된다. 반면 inducible NOS 

(iNOS)는 칼슘의 농도에 상 없이 염증자극에 의해 지속

으로 다량 생성이 유도됨으로써 염증반응에 기여하게 

된다
23). 한 iNOS는 일반 으로 식세포에서 TNF-α, 

IL-1, IFN-γ와 같은 염증자극에 의해 유도되며, 특히 

LPS 는 세균의 lipopeptide를 처리하 을 때 격히 합

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NO는 원래 염증성 

는 항염증성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생체 내 과도한 분비는 오히려 세포독성을 통해 세

포를 괴하고 쇼크로 의한  확장  염증반응을 가

속화하여 조직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23)
. 

따라서 염증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유의 으로 증가하는 

NO를 효과 으로 억제하는 것은 염증질환 치료에서 유

용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續斷 물

추출물은 독성이 없는 농도에서 LPS에 의해 활성화된 

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NO의 양을 유의 으로 억제시

켰다. 재까지 한약물에 의한 NO 생성억제에 한 기 은 

정확하게 밝 져 있지 않지만, NO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의 

경우 약물의 처리에 의해 iNOS의 promoter activity가 억제

되거나, iNOS 유 자의 사가 억제되거나 기타 세포 밖으로 

분비된 NO를 직  소거(scavenging)하는 활성과 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4,23). 본 연구에서 續斷 추출물은 

NO는 유의 으로 억제하 으나 iNOS의 유 자와 단백

질의 발 은 억제하지 않아서 세포 밖으로 분비된 NO를 

소거하는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prostaglandins은 국소 으로 활성화되는 물질로

서 아라키돈산 경로로부터 COX 효소의 작용으로 합성되는데, 

COX-1과 COX-2의 두 가지 isoform이 있는데 COX-1은 

부분의 조직에서 꾸 하게 만들어져 housekeeping 효소의 역

할을 하는 반면, COX-2는 염증과 같은 병 인 환경에서 

TNF-α, IL-1, IL-6, IL-8, mitogens, growth factors 등

을 식세포, 단핵구, 내피세포, 연골세포, 조골세포, 

활막세포 등에서 발 된다
22). 따라서 COX-2를 선택 으

로 억제하는 약물들은 COX-2 유도에 의한 염증을 이

고, COX-1을 억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 신장, 소

에 한 부작용을 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개

발되고 있다
6,23). 조직이 손상되면 물리 인 손상뿐 아니

라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들이 다량 분비되기 때문에 통

증이 유발되게 되는데, PGE2는 조직손상이 일어나는 부

에서 많이 분비되어 말 신경 말단부 에 작용하여 통

증에 한 역치를 감소시키게 된다
25). 본 연구결과에서 

續斷 물추출물은 LPS에 의해 활성화된 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염증물질인 PGE2의 양을 유의 으로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續斷 물추출물은 LPS에 의해 활성화되는 

식세로포부터 생성되는 염증물질인 NO와 PGE2를 유

의 으로 감소시킴으로써 항염증효능을 나타내었으며 이

들의 합성효소인 iNOS와 COX-2의 발 은 감소시키지 

않아 이에 한 기  연구  in vivo에 한 실험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續斷의 염증반응 억제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RAW264.7 

식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물질인 NO와 

PGE2에 한 억제효과를 조사하 다.

1. 續斷 물추출물은 100 ㎍/㎖ 농도까지 RAW264.7 세

포에 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2. 續斷 물추출물은 LPS에 의해 활성화된 RAW 264.7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NO와 PGE2를 유의 으로 감

소시켰다.

3. 續斷 물추출물은 LPS에 의해 활성화된 RAW 264.7 

세포로부터 발 되는 iNOS와 COX-2의 발 은 감

소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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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續斷은 활성화된 식세포에서 분비되는 NO와 

PGE2를 유의 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염증반응 억제효과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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