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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heum tanguticum has long been used in oriental medicine as antipyretics, analgesics, anti-inflam-

mation, aperient, hypertension medicine and medicine for skin disease.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defense for gastritis making use of Rheum tanguticum and its similar plants, Rumex cripus, Rheum officinale, Rhem

palmatum and Rheum undulatum. Chysophanol, chrysophanol-8-O-glc, Desoxyrhaponticin desoxyrhaponti- genin,

emodin, isorhaponticin, 2-methoxy-4-hydroxyanthraquinone-5-O- glc, physcion, pirace-tannol-3'-O-glc, resveratrol,

rhaponticin and rhapontigenin are used as the components of Rheum tanguticum. In HCl·ethanol-induced gastritis in

rat, the most effective extract was 70 percent ethanol which is of Rheum tanguticum, showing the inhibition of 91.8

percent to the gastric lesions. 70% ethanol extract of Rhem palmatum and Rumex cripus shown inhibition of 75.6 per-

cent and 73.2 percent, respectively. This effectiveness is considered as acid-neutralizing capacity, anti-H.pylori and

anti-oxidant activity. 70% ethanol extract of Rheum tanguticum and its component, piracetannol-3'-O-glc exhibited

higher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an oth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Rheum species extracts and their active

components could be utilized for the treatment of gastritis. Furthermore,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he

standardization with objectivity and reliability for Rheum species, medicinal herbs. In addition, it can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discriminate distribution of imitation, and the rising rate of dependence on imports of medicinal herbs,

and mixing prevention of low-quality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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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황은 한방에서 해열소염진통제, 사하약, 고혈압용약,

피부질환용약으로 처방에 배합되어 사용되어 왔다. 대황

은 일반적으로 Rheum속 중 Palmata절의 약용종인 錦紋系

4종을 기본종으로 하여 이들의 종간 잡종까지를 지정하고

있고 종대황은 Rhapontica 절의 비약용종인 土大黃系 중

R. undulatum L.을 지정하고 있다1). 대한약전에서는 현재

Rheum tanguticum(당고특대황), Rheum palmatum(장엽대황),

Rheum officinalis(약용대황)를 모두 대황으로 한다2). 본 연

구에서는 당고특대황을 기본생약으로 하여 그 비교생약으

로 양제근(Rumex cripus), 약용대황, 장엽대황 및 종대황

(Rheum undulatum)을 이용하였다. 당고특대황의 성분으로

는 chysophanol, chrysophanol-8-O-glc, desoxyrhaponticin

desoxyrhapontigenin, emodin, isorhaponticin, 2-methoxy-4-

hydroxyanthraquinone-5-O-glc, physcion, piracetannol-3'-O-

glc, resveratrol, rhaponticin 및 rhapontigenin을 사용하였다.

현재 대황은 지표성분의 규격이 한국, 일본과 중국이 다

르고, 유통시장에서 당고특대황과 종대황이 혼재되어 있

으며 다양한 기원식물이 혼재되어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당고특대황, 양제근, 약용대황, 장엽대황 및 종대황 추출

물들의 위염에 대한 효능을 현대 약리학적으로 비교, 분

석해보고 이를 통하여 지표성분의 확인과 제시를 통해 오

랜 세월 한약재로 사용되어 온 대황의 기원이 다른 유사

품 및 불량약재의 무분별한 유통, 정확한 기원의 약재에

대한 기준설정, 높아지는 한약 재수입 의존도에 따른 위

품, 저질품의 혼입 방지와 객관적, 신뢰성 있는 표준규격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공격인자인 과다한 위산에 대한

중화능을 알아보는 실험으로 제산력시험을 실시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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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위궤양 및 위암의 원인 인자로 잘 알려진 Helicobacter

pylori (H. pylori)에 대한 colonization 억제 활성을 알아보

았다. 또한 강한 반응성으로 인접한 세포 성분들을 무차

별하게 공격하여 위점막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free radical

의 소거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시험법 및 위암세포주인 AGS 및 SNU638 세포

를 사용한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실험 재료 및 방법

재료

당고특대황과 비교생약으로 사용한 양제근, 약용대황, 장

엽대황 및 종대황의 물 및 70% 에탄올 추출물과 당고특

대황의 성분인 chysophanol, chrysophanol-8-O-glc, deso-

xyrhaponticin desoxyrhapontigenin, emodin, isorhaponticin,

2-methoxy-4-hydroxyanthraquinone-5-O-glc, physcion, pirac-

etannol-3'-O-glc, resveratrol, rhaponticin 및 rhapontigenin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약연구과 주관 한약재평가기술과학화

연구사업단과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김영호 교수님께 제공

받아 사용하였다.

시약 및 기기

Fetal bovine serum (FBS), RPMI medium 1640, bacto

agar, brucella broth는 Gibco (Rockville, MD, USA)제품을,

MTT agent, penicilin-streptomycin, trypsin-EDTA, scimetidine,

ampicillin은 Sigma (St. Louis, MO, USA)제품을, hydro-

chloride, ethanol, methanol은 Duksan (Gyeonggi-Do, Korea)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했으며 기타 시약 및 추출 용매는

분석용 일급시약을 사용하였다. 기기는 inverted microscope

(Olympus), pH meter (IQ), CO2 incubator (Forma scientific),

centrifuge 5810R (eppendorf), high speed centrifuge RT-

6000 (Sorvall), AnaeroPackCampylo (Mitsubishi) 및 UV

spectrophotometer UVM340 (ASIS) 등을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샘타고 (주) 에서 분양 받은 체중 180 g 내외의 Sprague-

Dawley 계 웅성 흰쥐 를 22 ± 2oC 에서 2 주간 사육하여

적응시킨 뒤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동물실 내의 명암은 12

시간씩 자동조절 시켰고 고형사료 (삼양사료) 및 물은 충

분히 공급하였다.

위암세포주 및 균주

AGS, SNU638 cells 은 Korean Cell Line Bank (KCLB)

에서 구입하였고, 배양액은 RPMI medium 1640에 10%

FBS, 100 units/mL penicillin 및 100 µg/mL streptomycin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액은 5% CO2 로 조정된 배

양기 내에서 37oC 로 배양하였으며 배양된 세포는 1%

trypsin-EDTA에 부유시킨 후 사용하였다. H. pylori는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 (KCTC)에서 구입하였다.

HCl·ethanol 에 의한 흰 쥐 위염

위염에 대한 보호 효과를 알아보고자 체중 180 g 내외

의 수컷 흰쥐를 사용하여 24시간 절식시킨 후, 검체를 경

구 투여하고 30분 뒤에 HCl·ethanol (60% ethanol 에 150

mM HCl 을함유) 1 mL를 경구 투여후 절식, 절수 하에 1

시간 방치한 뒤 ether 로 치사시켜 위를 적출하였다. 적출

한 위를 2% formalin 수용액으로 10분간 침적하여 위 내

외를 가볍게 고정한 다음 대만부를 절개하여 선위부에 발

생한 손상의 길이(mm)를 현미경(× 10) 하에서 측정하여

gastric lesion index로 하였다3).

*Inhibition(%) = (Control lesion index− Sample lesion index) 

/ Control lesion index × 100

제산력 시험법

제산력 시험법은 위산과 반응하여 제산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의 제산력을 구하는 시험법으로, 대한약전에 명시된

제산력 시험법을 조금 변형하여 실험하였다. 먼저 1 mg/

100 µL 농도로 0.1 N HCl에 검체를 혼합 후 100 µL 또는

50 µL를 취하여 37oC의 shaking incubator에서 1시간 반응

시키고 남은 산을 0.1N NaOH로 적정 하였다. 지시약은

methyl orange, 양성대조약물로 hydrotalcite를 사용하였다.

Helicobacter pylori균에 대한 항균활성

위염 및 위궤양, 위암의 원인인자로 잘 알려진 H. pylori

의 생장 억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ae의 방법 및 Kim

의 방법4,5)을 조금 변형하여 실험하였다. 먼저 7 mL 의

brucella agar 배지 및 7% 의 horse serum이 담긴 petri dish

에 해당 농도로 녹인 1 mL 의 검체를 주입 하였다. 여기에

5 × 105 CFU 의 H. pylori 를 분주하고 37oC 에서(AnaeroPak

Campylo : 85% N2, 10% CO2 and 5% O2) 3 일간 배양하

였다. 양성대조군으로써 ampicilin을 사용하였다.

DPPH 시험법 

In vitro에서의 직접적인 free radical scavenging 효과를

측정하고자 DPPH radical 제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즉 시

료를 각각의 농도가 되도록 조제하고 400 µL씩 튜브에 취

한다. 여기에 1.5 × 10−4M DPPH/ methanol 용액 100 µl를

가한 다음 잘 혼합하고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항산화 효과는 DPPH radical

을 50% 제거하는 농도(IC50)로 표시하고, 양성대조약물로

L-ascorbic acid를 사용한다6).

*Inhibition(%) =

(Absorbancecontrol− Absorbancesample) / Absorbancecontro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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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T assay

MTT assay 는 생존 암세포의 탈수소 효소 작용을 이용

하여, 항암물질에 의해 암세포가 사멸 또는 증식 억제되는

정도를 결정하는 실험법이다. Cell suspension 용액을 96

well 에 똑같이 나눈 후, 배지 100 µL 를 넣고, CO2 incubator

(37oC, 5% CO2) 에서 24시간 보관하였다. 24시간 후 배지

를 갈아주고, 미리 결정한 농도의 약물을 넣었다. 24시간

후 MTT 시약 100 µL 를 넣었다. 4시간 후 보라색 결정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레 용액을 제거하여 DMSO

로 녹인 후 96 well plate에 옮겨 흡광도를 측정하였다7). 

*Inhibition(%) =

(Absorbancecontrol− Absorbancesample) / Absorbancecontrol× 100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치와 표준오차를 계산하고, 각 군

간의 차이는 Student’t-test를 사용하여 p < 0.05 일 때 통

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HCl·ethanol에 의한 흰 쥐 위염

에탄올의 경구투여는 위장점막 방어 체계를 손상시켜 위

장점막의 necrosis와 apoptosis를 가속화 시킨다. 따라서 in

vivo 에서의 에탄올 유발, 위 손상 모델은 급성 위염의

pathogenesis로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동물모델을 사용하여 HCl·ethanol로 유발된 위염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험한 결과, 대조군의 경우 위 손상

지수가 112.8 ± 17.0 mm인 것에 비하여 물 및 70% 에탄

올 추출물 500 mg/kg 투여시 당고특대황은 각각 61.4 ± 28.6

mm(45.6%), 9.2 ± 5.3 mm(91.8%)로, 양제근은 각각 64.0 ±

21.2 mm(43.3%), 30.3 ± 18.8 mm(73.2%)로, 약용대황은 각

각 52.1 ± 25.8 mm(53.8%), 57.0 ± 19.6 mm(49.5%)로, 장엽

대황은 각각 39.5 ± 17.3 mm(65.0%), 27.5 ± 15.0 mm(75.6%)

로, 그리고 종대황은 각각 32.7 ± 24.3 mm(71.0%), 58.0 ±

25.4 mm (48.6%)로 억제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hydrotalcite는 100 mg/kg 투여시 63.1 ± 10.5 mm(44.1%)로

위 손상지수를 억제하였으며 cimetidine은 59.2 ± 8.3 mm

(47.5%)로 억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당고특대황과 비교

생약들 중 당고특대황의 70% 에탄올 추출물 투여시 91.8%

로 가장 높은 위손상 억제를 보였다(Table 1).

제산력 시험법

과다한 산은 위손상에 있어 대표적인 공격인자로 작용

한다. 제산제는 위산의 중화 작용으로 위염과 위궤양의 치

료에 있어 위 내의 산성 조절 및 신속한 통증완화 작용을

한다8). 제산력 시험법은 0.1N HCl을 사용하여 인공적인

위액을 제조하고 검체가 위산과 반응하여 어느 정도의 제

산작용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시험법으로 추출물의 대조

군은 0.1N NaOH로 적정시 105.7 ± 2.1 µL가 소요되었다.

복합성분으로 구성된 추출물은 성분들과 비교하였을 때

제산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물 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은 당고특대황이 각각 90.7 ± 2.1 µL(14.2%),

89.0 ± 3.0 µL(15.8%)로, 양제근은 각각 88.9 ± 1.5 µL(16.0%),

97.6 ± 1.1 µL(7.7%)로, 약용대황은 각각 87.0 ± 0.6 µL(17.8%),

94.5 ± 1.2 µL(10.7%)로, 장엽대황은 각각 91.4 ± 0.6 µL(13.6%),

95.1 ± 1.5 µL(10.1%)로, 그리고 종대황은 각각 87.0 ± 0.6

µL(17.8%), 95.7 ± 1.0 µL(9.5%)로 중화작용을 보였다(Table

2). 추출물을 이용한 경우 제산제인 hydrotalcite에 비하여

Table 1. Effect of Rheum tanguticum, Rumex cripus, Rheum offi-

cinale, Rheum palmatum and Rheum undulatum on HCl·ethanol-

induced gastritis in rats

Treatment Extraction
Dose

(mg/kg)

Lesion index

(mm)

Inhibition

(%)

Control - 112.8 ± 17.0 -

Rheum tanguticum
Water 500 61.4 ± 28.6* 45.6

70% Ethanol 500 9.2 ± 5.3*** 91.8

Rumex cripus
Water 500 64.0 ± 21.2** 43.3

70% Ethanol 500 30.3 ± 18.8*** 73.2

Rheum officinale
Water 500 52.1 ± 25.8** 53.8

70% Ethanol 500 57.0 ± 19.6** 49.5

Rheum palmatum
Water 500 39.5 ± 17.3*** 65.0

70% Ethanol 500 27.5 ± 15.0*** 75.6

Rheum undulatum
Water 500 32.7 ± 24.3*** 71.0

70% Ethanol 500 58.0 ± 25.4** 48.6

Hydrotalcite 100 63.1 ± 10.5** 44.1

Cimetidine 150 59.2 ± 8.3** 47.5

The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Significantly difference,
*p < 0.05, **p < 0.01, ***p < 0.001 compared to the control.

Table 2. Acid-neutralizing capacity of Rheum tanguticum, Rumex

cripus, Rheum officinale, Rheum palmatum and Rheum undulatum

Material Extraction
NaOH consump-

tion Volume (µL)

Inhibition 

(%)

Control 105.7 ± 2.1 -

Rheum tanguticum 
Water 90.7 ± 2.1** 14.2

70% Ethanol 89.0 ± 3.0** 15.8

Rumex cripus
Water 88.9 ± 1.5** 16.0

70% Ethanol 97.6 ± 1.1** 7.7

Rheum officinale
Water 87.0 ± 0.6** 17.8

70% Ethanol 94.5 ± 1.2** 10.7

Rheum palmatum
Water 91.4 ± 0.6** 13.6

70% Ethanol 95.1 ± 1.5* 10.1

Rheum undulatum
Water 87.0 ± 0.6** 17.8

70% Ethanol 95.7 ± 1.0** 9.5

Hydrotalcite 56.4 ± 2.0*** 47.0

The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Significantly difference, *p <

0.05, **p < 0.01, ***p < 0.001 compared to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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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제산작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복합성분으로 구성

된 생약 추출물이 약 10% 이상의 제산력을 발휘하는 경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대황의 유효성분으로

는 chrysophanol, chrysophanol-8-O-glc, desoxyrhaponticin,

desoxyrhapontigenin, emodin, isorhaponticin, 2-methoxy-4-

hydroxyanthraquinone-5-O-glc, physcion, piracetannol-3'-O-

glc, resveratrol, rhaponyicin 및 rhapontigenin 은 각각11.2%,

14.8%, 11.2%, 13.0%, 7.1%, 18.3%, 9.5%, 18.9%, 14.8%,

7.1%, 11.2% 및 19.5%로 억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유효성분들 역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hydrotalcite

(49.9%)보다는 제산작용이 약하였지만 과량 혹은 장기간

복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Table 3).

Helicobacter pylori균에 대한 항균활성 

현재까지 H. pylori는 소화성궤양, 위암 및 변연부 B세

포 림프종 발생에 있어 중요한 원인 인자로 밝혀졌고, 기

능성 소화불량증, 위의 과형성 용종, 철결핍성 빈혈 등 기

타 질환과의 연관성들이 제시되고 있다9). H. pylori가 호중

구를 끌어 들이는 데는 몇몇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으며 이

중 pic A, B유전자는 cytotoxin-associated gene A (CagA)와

결합하여 단백질을 형성하고 상피세포는 IL-8을 방출하고

이것이 호중구를 끌어들인다10). 호중구를 끌어들이는 또

다른 단백질은 H. pylori-Neutrophil Activating Protein

(HP-NAP)임이 보고된 바 있다. H. pylori가 위염을 일으

킬 때 상피세포에서 IL-8을 생성해내고 이것이 호중구와

특히 T세포에 대한 강력한 주활성인자와 활성화 시그날이

된다. 그러므로 활성화된 보체 및 leukotriene 등이 생성되

어 호중구를 더 많이 끌어들인다. CD11b/CD18은 호중구

에 의해 발현되는 cytokine으로 oxidative burst를 증가시

키고 활성산소라디칼을 다량 방출하게 되어 위점막 손상

을 주는 기전으로 간주되고 있다11). 따라서 H. pylori로 인

한 염증성 반응은 조직내 호중구, 식균세포, 림프구의 침

윤을 볼 수 있고 염증매개물질인 cytokine을 분비해 낸다

고 할 수 있다. H. pylori 감염시 gastrin의 분비 자극을 통

해 산의 분비가 증가하고 감염 제거시 gastrin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된다고 보고되었다12). 이에 따라 H. pylori에

대한 colonization 억제 활성을 알아본 결과, 대조군에 비

하여(++++) 당고특대황의 70% 에탄올 추출물 100 µg/mL

와 약용대황 70% 에탄올 추출물 50 µg/mL 및 100 µg/mL,

장엽대황 물 추출물 100 µg/mL과 70% 에탄올 추출물

50 µg/mL 및 100 µg/mL에서 H. pylori에 대한 항균작용(+)

Table 3. Acid-neutralizing capacity of Rheum tanguticum constit-

uents

Material
NaOH consumption 

volume (µL)

Inhibition

(%)

Control 56.3 ± 0.6 -

Chrysophanol 50.0 ± 1.0*** 11.2

Chrysophanol-8-O-glc 48.0 ± 1.0*** 14.8

Desoxyrhaponticin 50.0 ± 1.0*** 11.2

Desoxyrhapontigenin 49.0 ± 1.7** 13.0

Emodin 52.3 ± 1.5* 7.1

Isorhaponticin 46.0 ± 1.0*** 18.3

2-Methoxy-4-hydroxyanthra

-quinone-5-O-glc
51.0 ± 1.0*** 9.5

Physcion 45.7 ± 1.5** 18.9

Piracetannol-3'-O-glc 48.0 ± 0.0*** 14.8

Resveratrol 52.3 ± 0.6*** 7.1

Rhaponticin 50.0 ± 1.0*** 11.2

Rhapontigenin 45.3 ± 0.6*** 19.5

Hydrotalcite 28.2 ± 0.1** 49.9

The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Significantly difference, *p <

0.05, **p < 0.01, ***p < 0.001 compared to the control.

Table 4. Colonization inhibiting activity of Rheum tanguticum,

Rumex cripus, Rheum officinale, Rheum palmatum and Rheum

undulatum on H.pylori

Material Extraction Dose (µg/mL) Colonization

Control - - ++++

Rheum tanguticum

Water

10 +++

50 +++

100 +++

70% Ethanol

10 ++

50 ++

100 +

Rumex cripus

Water

10 ++

50 ++

100 ++

70% Ethanol

10 ++

50 ++

100 ++

Rheum officinale

Water

10 ++

50 ++

100 ++

70% Ethanol

10 ++

50 +

100 +

Rheum palmatum

Water

10 +++

50 ++

100 +

70% Ethanol

10 ++

50 +

100 +

Rheum undulatum

Water

10 +++

50 +++

100 ++

70% Ethanol

10 +++

50 +++

100 ++

Ampicillin 10 -

-: none,+: 1-60 colonies, ++: 61-80 colonies, +++: 81-100 colonies,

++++: > 100 colo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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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유효성분들 중 physcion

100 µM과 rhaponticin 50 µM 및 100 µM에서는 실험에 사

용한 성분 들 중 비교적 우수한 colonization 억제작용(+)

을 나타내었다(Table 5).

DPPH 소거 활성 검색법

Free radical이란 unpaired electron을 포함하는 화학종으

로 대체로 강한 반응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많은 효소 촉

매 반응의 중간물질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강한

반응성 때문에 인접한 세포 성분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

여 위점막에 손상을 가한다. Oxygen radical로는 superoxide

(O2−), hydroxyl (·OH), hydroperoxide (HO2·), alkoxy (RO·),

peroxy (ROO·) radical 등이 있다. 그 외 radical은 아니지

만 반응성이 강한 산소 종으로 과산화수소(H2O2)와 singlet

oxygen이 있다13,14,15). Proton-radical scavaenger에 의하여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DPPH radical 소거 활성 검색법

은 항산화 활성을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검색법

이다. 비교적 안정된 전자공여기를 가지고 있는 수용성 물

질인 DPPH는 515 nm~520 nm부근에서 최대 흡광도를 나

타내며,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반응하면 전자를 내

어주어 라디칼이 소멸되고 보라색이 탈색 (노란색)되는 원

리를 이용하였다16). 그 결과, 물 및 70% 에탄올 추출물에

서 IC50은 당고특대황이 각각 25.9 µg/mL, 5.8 µg/mL, 양

제근이 각각 24.7 µg/mL, 24.8 µg/mL, 장엽대황이 각각 29.5

µg/mL, 18.7 µg/mL, 그리고 종대황이 각각 32.5 µg/mL,

22.8 µg/mL로 나타났다. 특히 당고특대황의 70% 에탄올

Table 6.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heum tanguticum,

Rumex cripus, Rheum officinale, Rheum palmatum and Rheum

undulatum

Material Extraction IC
50 

(µg/mL)

Rheum tanguticum
Water 25.9

70% Ethanol 5.8

Rumex cripus
Water 24.7

70% Ethanol 24.8

Rheum officinale
Water 26.2

70% Ethanol 26.7

Rheum palmatum
Water 29.5

70% Ethanol 18.7

Rheum undulatum
Water 32.5

70% Ethanol 22.8

L-Ascorbic acid 6.5

Table 7.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heum tanguticum

constituents

Material IC
50 

(µM)

Chrysophanol > 160

Chrysophanol-8-O-glc > 160

Desoxyrhaponticin > 160

Desoxyrhapontigenin > 160

Isorhaponticin 129.5

Emodin > 160

2-Methoxy-4-hydroxyanthraquinone-5-O-glc > 160

Physcion > 160

Piracetannol-3'-O-glc 94.1

Resveratrol 80.1

Rhaponticin 104.6

Rhapontigenin > 160

L-Ascorbic acid 6.5

Table 5. Colonization inhibiting activity of Rheum tanguticum con-

stituents on H.pylori

Material Dose (µM) Colonization

Control - ++++

Chrysophanol

10 +++

50 ++++

100 ++++

Chrysophanol-8-O-glc

10 ++++

50 +++

100 ++++

Desoxyrhaponticin

10 +++

50 ++

100 ++

Desoxyrhapontigenin

10 ++++

50 ++

100 +++

Emodin

10 +++

50 +++

100 ++

Isorhaponticin

10 ++++

50 ++++

100 ++++

2-Methoxy-4-hydroxyanthra

-quinone-5-O-glc

10 ++++

50 +++

100 +++

Physcion

10 ++++

50 +++

100 +

Piracetannol-3'-O-glc

10 ++

50 ++

100 ++

Resveratrol

10 ++++

50 ++++

100 ++++

Rhaponticin

10 ++

50 +

100 +

Rhapontigenin

10 ++

50 ++

100 ++

Ampicillina 10 -

amg/mL

-: none, +: 1-60 colonies, ++: 61-80 colonies, +++: 81-100

colonies, ++++: > 100 colonies



A Study on the Antigastritic Effects of Rheum Species Extracts and Their Active Components 335

추출물은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L-ascorbic acid (IC50 = 6.5

µg/mL)와 유사하게 우수한 free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

었다(Table 6). 유효성분으로는 isorhaponticin, piracetannol-

3’-O-glc, resveratrol 및 rhaponticin에서 IC50이 각각 129.5

µM, 94.1 µM 80.1 µM 및 104.6 µM로 확인되었다(Table

7).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유효성분들 보다 복합적인

성분으로 구성된 추출물들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MTT assay

대황 추출물 및 유효성분에서 소화성궤양, 위암 및 변

연부 B세포 림프종 발생에 있어 중요한 원인 인자인 H.

pylori의 억제활성이 확인되어 위암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

고자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새로운 항암제 개발을 위

한 효능검색에서 tetrazolium-based colorimetric 검색법은 많

은 시료를 간단하고 빠르면서도 객관성 높게 판독할 수 있

어 세포독성 및 세포증식 검색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MTT assay는 항암제의 감수성에 대한 1차 선별 검

사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성장인자에 대한 세포의

감수성 실험 등에도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MTT

assay의 원리는 노란색의 수용성 기질인 MTT tetrazolium

을 청자색을 띄는 비수용성의 MTT formazan 으로 환원

시키는 미토콘드리아의 능력을 이용하여 formazan crystal

로 침전되는 정도를 흡광도로 측정할 수 있다. 즉, 미토콘

드리아의 탈수소 효소가 MTT를 환원시키며 생성한 청색

~자색 formazan을 DMSO로 녹여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으

로 위암세포주인 AGS 및 SNU638 세포를 이용하여 실험

한 결과, 양제근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IC50이 148.8 µg/

mL로, 약용대황의 물 추출물에서 IC50이 127.4 µg/mL로 나

타났다. 그 밖의 추출물들은 IC50이 200 µg/mL 이상으로 나

타남을 확인하였다(Table 8). Chrysophanol-8-O-glc, deso-

xyrhaponticin, isorhaponticin, physcion, piracetannol-3'-O-

glc 및 rhaponticin은 IC50이 각각 92.6 µM, 96.4 µM, 173.4

µM, 131.1 µM, 94.4 µM, 167.9 µM로 나타났다(Table 9).

본 연구를 통하여 대황 추출물 및 유효성분의 위염 치

료제 개발로의 잠재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표성분의 규

격이 한국, 일본과 중국이 다르고, 유통시장에서 당고특대

황과 종대황이 혼재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원식물이 혼재

되어 수입되고 있는 대황의 효능을 현대 약리학적으로 비

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한약재의 표준화, 과학화 및 위

염에 대한 지표성분 검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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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대황은 지표성분의 규격이 한국, 일본과 중국이 다

르고, 유통시장에서 대황과 종대황이 혼재되어 있으며 다

양한 기원식물이 혼재되어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대황의

효능을 현대 약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약재의

표준화, 과학화 및 위염에 대한 지표성분 검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Rheum tanguticum(당고특대황)과 그

비교생약으로 Rumex cripus(양제근), Rheum officinale(약용

대황), Rheum palmatum(장엽대황) 및 Rheum undulatum(종

대황)의 물 및 70% 에탄올 추출물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흰 쥐를 이용한 위염 모델에서 양제근 70% 에탄올 추출물

(73.2%)와 종대황 물 추출물(71%)이 각각 70% 이상으로

우수한 위손상 억제활성을 보여주었지만, 당고특대황의

70% 에탄올 추출물 투여시 91.8%로 실험군 중 가장 우수

한 위염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격인자로써의 산

Table 8. Cell viability of Rheum tanguticum, Rumex cripus, Rheum

officinale, Rheum palmatum and Rheum undulatum in SNU 638

and AGS cells

Material Extraction
IC

50 
(µg/mL)

SNU 638 AGS

Control - - -

Rheum tanguticum
Water > 200 > 200

70% Ethanol > 200 > 200

Rumex cripus
Water > 200 > 200

70% Ethanol > 200 148.8

Rheum officinale
Water > 200 127.4

70% Ethanol > 200 > 200

Rheum palmatum
Water > 200 > 200

70% Ethanol 40.6 > 200

Rheum undulatum
Water > 200 > 200

70% Ethanol 113.5 > 200

Table 9. Cell viability Rheum tanguticum constituents in SNU

638 and AGS cells

Material
IC

50
(µM)

SNU 638 AGS

Chrysophanol 108.9 > 200

Chrysophanol-8-O-glc 107.6 92.6

Desoxyrhaponticin 90.1 96.4

Desoxyrhapontigenin 78.1 > 200

Emodin > 200 > 200

Isorhaponticin 98.7 173.4

2-methoxy-4-hydroxyanthra

-quinone-5-O-glc
> 200 > 200

Physcion 100.4 131.1

Piracetannol-3'-O-glc 95.4 94.4

Resveratrol 137.2 > 200

Rhaponticin 95.2 167.9

Rhapontigenin 152.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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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제산력 시험법

으로는 당고특대황 물 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이 각

각 약 14.2%, 약 15.8%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로 보아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hydrotalcite(49.9%)보다는

제산작용이 약하였지만 과량 혹은 장기간 복용하면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화성궤양, 위암 및 변연부 B

세포 림프종 발생에 있어 중요한 원인 인자로 밝혀졌고,

기능성 소화불량증, 위의 과형성 용종, 철결핍성 빈혈 등

기타 질환과의 연관성들이 제시되고 있는 H. pylori에 대

한 colonization 억제 활성을 확인한 결과 당고특대황의

70% 에탄올 추출물 100 µg/mL에서 H. pylori에 대한 항균

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DPPH 용액을 이용하여 free

radical의 소거능을 IC50으로 나타낸 결과, 당고특대황은 물

및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IC50이 25.9 µg/mL, 5.8 µg/mL

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L-ascorbic acid (IC50 = 6.5 µg/

mL)와 유사한 free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

로 당고특대황의 70% 에탄올 추출물이 휜 쥐 위염모델의

위손상을 가장 우수하게 억제하였으며 항산화 활성 또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고특대황의 성분인

chysophanol, chrysophanol-8-O-glc, desoxyrhaponticin desoxy-

rhapontigenin, emodin, isorhaponticin, 2-methoxy-4-hydro-

xyanthraquinone-5-O-glc, physcion, piracetannol-3'-O-glc,

resveratrol, rhaponticin 및 rhapontigenin을 이용하여 실험

한 결과로는 효성분들 중 physcion 100 µM과 rhaponticin

50 µM 및 100 µM에서는 실험에 사용한 성분 들 중 비교

적 우수한 colonization 억제작용(+)을 나타내었고,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isorhaponticin, piracetannol-3’-O-glc,

resveratrol 및 rhaponticin에서 IC50이 각각 129.5 µM, 94.1

µM 80.1 µM 및 104.6 µM로 확인되었다.

실험결과를 토대로 항위염 효과가 있는 우수한 약용식

물로써 천연물 의약품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한약재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한약재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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