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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pericum ascyron has long been used as medicinal

plant and recent studies reported that H. ascyron has anti-diabetic,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effects. In this study, inhibitory

effect from H. ascyron on pro-inflammatory responses has been

investigated. H. ascyron was extracted at optimal extraction

condition. Total phenolic contents in water and 90% ethanol were

29.75 and 31.82 mg/g, respectively. Hyaluronidase inhibitory

activity of H. ascyron extracts (50-200 μg/mL phenolics) was

0.00-14.81% and 15.33-47.49%, respectively. In cell viability, cell

toxicity was shown at concentration of 100 μg/mL and 30 μg/mL

of water and 90% ethanol extract. Therefore, 10-50 μg/mL in

water extracts and 5-20 μg/mL in ethanol extracts was selected

each for further study.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derived nitric oxide (NO) and cyclooxygenase (COX)-2–derived

prostaglandin E2 (PGE2) protein expression inhibitory effect of

extracts were inhibited in a dose dependent manner, significantly.

Also, the pro-inflammatory cytokines inhibitory effect such as

tumor necrosis factor-α, nterleukin (IL)-6 and IL-1β were

decreased in the dose dependent manner. The results indicate that

H. ascyron extracts reduced inflammatory responses in lipopoly-

saccharide-induced 264.7 cells via the regulation of the iNOS,

COX-2, NO, PGE2,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Therefore,

H. ascyron extracts have significant anti-inflammatory effect and

a source as therapeutic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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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예로부터 생리활성을 가지는 새로운 기능성 신소재의 탐색과 검

증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식물자원 및 식

품 소재로부터 질병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새로운 소재 개발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Jhoo 2008). 식물체내의 생리활

성물질의 대부분은 페놀성 화합물로 구성되어있고 이들의 기능

은 항산화, 암, 당뇨, 심혈관계 질환, 신경변성 질환 등 그 외

에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유익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Joo 등, 2007; Cho 등, 2008). 현대인의 식생활이 점차 서

구화로 바뀌게 되면서 비만,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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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 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염증은 생체 조직

의 물리적인 외상, 유해한 화학 물질, 미생물학적 약제 등 외부

자극에 의해 손상되는 부위를 재생하려는 정상적인 복구기전으

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일어나는 면역 계통의 복합적인 반

응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염증이 과발현되는 경우, 과민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나 그로 인한 조직과 장기의 파괴, 기능 소실

등 생체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만성 염증의 경우

파킨슨 질환, 노인성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동맥경화 등 다양

한 질환들의 원인이 된다(Moncada 등, 1991; Ryu 등, 2011;

lee 등, 2016a;). Lipopolysaccharide (LPS)는 외부의 여러 이물

질 중 toll like receptor 4 (TLR 4)에 의해 인식되는 박테리아

내독소이며, macrophage를 활성화시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주

요한 인자 중 하나이다. 활성화된 TLR 4는 세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신호 전달 과정을 활성화시키며, 그 중 활성화된 NF-κB

는 핵 내로 이동하여 염증성 cytokine인 tumor necrosis factor

(TNF)-α, interleukin (IL)-1β, IL-6와 cyclooxygenase (COX)-

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와 같은 염증성 단백

질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고 최종적으로 nitric oxide (NO)

와 prostaglandin E2 (PGE2), cytokine을 생성시켜 통증, 부종,

발열, 염증 부위로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k과 Firestein 2001; Kang 등, 2011a; Kim 등, 2014). 지금

까지 개발된 합성 항염증제로는 aspirin, indomethacin, arachidonic

acid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prostanoid의 생합성을 촉진하는

COX 효소 억제를 통하여 해열, 진통,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합성 항염증제를 장기간 복용 시 위산분비 증가와 점액

보호 감소, 혈소판 응집 반응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

어 보다 안전하고 효과 있는 천연물 유래의 항염증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Makins와 Ballinger 2004; Dangne 등,

2006). 따라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는 합성 식·의약품을 대

체하기 위해 천연자원으로부터 기능성 효능이 있는 식품, 생약,

화장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Jeong 등,

2013).

물레나물(Hypericum ascyron L.)은 물레나물과의 다년초로 대

활심초, 방심초, 일지전, 대정혈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 산과 들에 분포되어 있으며

어린잎은 식용으로 쓰고, 뿌리, 잎, 종자는 약용으로 쓰인다. 효

능으로는 지혈, 패독, 소종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

hypericin은 식물성 항생제로 상처, 궤양, 뾰루지 등에 널리 쓸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서양에서는 우울증 환자 치료에 널

리 이용된다(Han 등, 2002). 성분으로는 flavonoid, xanthone,

triterpene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현재 물레나물에 대한 선행연

구로는 주로 steroid 및 flavonoid의 성분 분리에 대한 연구

(Park 등, 2000), 분획물을 이용한 식중독 미생물 증식 억제 물

질 분리를 통한 식품개발(Han 등, 2002), 항산화와 항당뇨, 항

균에 대한 연구(Kang 등, 2011b)가 보고되고 있으나 염증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레나물의 염증 억제 효과를 측정하고

자 Raw 264.7 cell에 LPS 자극으로 염증 반응을 유도시킨 뒤 물

레나물 추출물에 의해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NO와 PGE2 생성량,

iNOS 및 COX-2의 발현 억제 정도, pro-inflammatory cytokine인

TNF-α, IL-6, IL-1β의 생성 억제를 통하여 나타내는 항염증 효과

를 바탕으로 천연 염증 치료제로써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물레나물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

며, 시료는 50 oC dry oven에서 건조하여 40 mesh로 분쇄한

다음 진공 포장하여 4 oC에서 저온저장하며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약 및 기기

세포 배양용 시약들은 Hyclone (Logan, UT, USA)사의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mycin solution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lipopolysaccharides from salmonella (LPS),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MTT)와 dimethyl sulfoxide (DMSO)는

Sigma (St. Louis, MO, USA)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Griess reagent system은 Promega (Madison, WI, USA)사,

primary antibody와 secondary antibody는 Cayman (Ann

Arbor, MI, USA), BD Bioscience (San Diego, CA, USA),

Santa cruze biotechnology (Dallas, TX, USA)에서 각각 구입

하였다. TNF-α, interleukin (IL)-1β와 IL-6의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는 R&D systems a bio-

techne brand (Minneapolis, NE,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고, 그 외의 시약들은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3220UV Mecasys, Daejeon, Korea),

centrifuge (Hanil, Incheon, Korea), ELISA reader (BMG lab

tech, Ortenberg, Germany)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시료 추출은 열수 추출물은 건조된 물레나물 분말 5 g에 증류

수 100 mL를 가하고 액이 50 mL가 될 때까지 가열, 증발시킨

후 shaking incubator에서 120 rpm으로 24시간 동안 상온교반

추출하였다. Ethanol 추출물은 시료에 각 농도별 ethanol 50

mL를 가하여 120 rpm으로 24시간 동안 상온교반 추출하였으며

추출액은 Whatman No. 1 filter paper (GE healthcare life

sciences Piscataway, NJ, USA)로 여과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E, Tokyo, Japan)에서 농축하여 ethanol을

모두 제거한 뒤 phenolic compounds 농도에 맞추어 효소 실험

을 진행하였으며, cell 실험 시 추출하여 동결 건조한 시료를 사

용하였다.

Total phenolic compound 함량 측정

각 추출물의 total phenolic compound는 Folin과 Denis(1921)

의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시료 1 mL, 95% ethanol 1 mL, 증

류수 5 mL를 넣은 후 1 N Folin-Ciocalteu reagent 0.5 mL를

첨가하여 섞은 후 5% Na2CO3 용액 1 mL를 가하여 암실에서

1시간 방치하여 발색시키고, UV-visible spectrophotometer로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

으로 양을 환산하였다.

Hyaluronidase 저해 (항염증) 효과 측정

Hyaluronidase 저해활성 측정은 Reissig 등(1995)의 방법으로 측

정하였으며, sodium-hyaluronic acid (HA)에서 형성된 N-

acetylglucosamine을 유도체 glucoxazoline로 변형시킨 다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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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thylamino benzaldehyde로 발색시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0-200 μg/mL phenolic compounds 농도의 시료 0.1 mL에 0.1

M acetate buffer (pH 3.5)에 녹인 hyaluronidase (7,900 U/mL)

0.05 mL을 혼합하여 37 oC, 20분간 반응시킨 뒤 12.5 mM

CaCl2 0.1 mL을 가하여 혼합한 후 다시 20분간 반응시켰다. 0.1

M acetate buffer (pH 3.5)에 녹인 기질(12 mg/mL) 0.5 mL을

넣고 38 oC, 45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0.4 N potassiumtetraborate

0.1 mL와 0.4 N NaOH 용액 1 mL를 첨가하여 3분 동안 water

bath에서 반응 후 완전히 냉각하여 600 nm에서 투과율을 측정

하였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 증류수 0.5 mL를 넣어 반응시켰으

며, 저해율(%)은 (1−시료의 투과율/대조구의 투과율)×100으로

계산하였다.

항염증 효과 측정을 위한 세포배양

Mouse macrophage cell line인 Raw 264.7 cell은 한국세포주은

행 (Korean Cell Line Bank)에서 구입하였으며, DMEM에

Hyclone사의 FBS를 10%, Hyclone사의 100 U/mL penicillin

및 100 μg/mL streptomycin 1%를 혼합한 배지를 사용하여 37
oC, 5% CO2 incubator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Cell 배양

dish에 cell의 밀도가 23×106/mL 정도가 되게 계대 배양하여

5% CO2 조건으로 cell 상태를 유지하였다.

MTT assay에 의한 세포 독성 측정

세포 독성 측정은 Carmichael 등(1987)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

하였으며 Raw 264.7 cell을 48 well plate에 5×103 cells/mL으

로 분주하고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뒤 시

료를 농도별로 조제하여 첨가한 후 동일한 조건으로 24시간 배

양하였다. 여기에 3 mg/mL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0.5 mL를

첨가하여 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DMSO 0.5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 시킨 뒤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독성

측정은 시료 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

타내었다. 대조군은 시료와 동일한 양의 DMEM(−) 배지를 첨

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Cell viability (%)=(시료첨

가군의 흡광도/대조군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Nitric oxide (NO) 생성량 측정

NO 측정은 cell supernatant을 안전한 형태인 nitrate로 환원시켜

griess reagent System (Promeg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96

well plate에 5×104 cells/mL을 분주하여 37 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PBS로 washing하여 상등액

을 제거한 뒤 무혈청 배지를 분주하고 LPS 1 μg/mL는 normal

군을 뺀 모든 well에 넣어서 자극시켰다. 이후 농도별로 시료를

조제하여 첨가한 후 37 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

양시켰다. 24시간 뒤 supernatant을 모아 griess reagent로 반응

시킨 후 540 nm의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측정한 값은 NO 생성

율로 환산하여 %로 나타내었다.

PGE2 생성량 측정

Raw 264.7 cell을 배양하여 6 well에 cells (5×105/mL)을 분주

하고 24시간 뒤에 LPS 1 μg/mL와 농도별로 제조한 sample을

처리한 후 18시간 뒤 세포 배양액을 취하여 PGE2을 측정하였

다. 수거된 상층액은 측정 전까지 −70 oC에서 보관하였고 PGE2

의 함량은 ELISA kit (R&D system, Minneapolis, MN,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함량은 표준물질의 반응으로부

터 얻어진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Western blot에 의한 iNOS, COX-2 protein expression 측정

필요한 만큼의 Raw 264.7 cell을 모아 양을 계산하여 6 well

plate에 5×105 cells/mL를 분주하고 37 oC, 5% CO2 incubator에

서 24시간 배양한 뒤, PBS로 washing하고 무혈청 배지와 LPS

1 μg/mL을 normal군을 뺀 모든 well에 넣어서 자극시켰다. 이

후 농도별로 조제한 시료를 첨가하고 37 oC, 5% CO2 incubator

에서 18시간 배양시켰다. 이후 상등액을 제거한 뒤 차가운 PBS

로 2회 세척한 후 M-PER buffer (mammalian protein extraction

reagent)를 넣어 scrapper로 protein을 용출시켰다. 수확한 protein

은 4 oC, 1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 분리

하여 얻은 상층액을 새로운 micro tube에 모은 뒤 BCA

protein assay kit를 이용하여 protein 양을 계산하여 western

blot용 sample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후 전기영동 기기를 이

용하여 10% SDS-polyacrylamide gel에 sample을 120 V로 1시

간 30분 동안 loading하여 protein 크기별로 분리하였고 분리된

protein은 PVDF membrane으로 옮기기 위해 transfer 기기를 이

용하여 60 V, 2시간 30분 동안 transfer하였다. 이후 ponceau S

에 2분 정도 담근 후에 band를 확인하고, 1×TBST로 3회 씻은

후 blocking buffer로 1시간 blocking하여 background를 제거시

켰다. Primary antibody (iNOS, COX-2)는 1:1,000으로 희석하

여 4 oC에서 overnight 하여 붙인 후 1×TBST로 3번 씻어주고

secondary antibody (mouse anti-rabbit IgG HPR)를 1:1,000으

로 1시간 30분 붙인 다음 1×TBST로 3번 씻어주었다. 이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 kit와 반응시켜 image analyzer

(C300, Azure biosystems, Dublin, Ireland)을 이용하여 band를

현상하여 정량화하였다.

Pro-inflammatory cytokine 생성량 측정

Raw 264.7 cell을 배양하여 6 well에 cells (5×105/mL)을 분주

하고 24시간 뒤에 LPS (1 μg/mL)와 농도별로 제조한 sample을

처리한 후 18시간 동안 시간대 별로 세포 배양액을 취하여

cytokine을 측정하였다. 수거된 상층액은 측정 전까지 −70 oC에

서 보관하였고, TNF-α, IL-6, IL-1β 등의 함량을 ELISA kit

(R&D system, Minneapolis, MN,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각 cytokine의 함량은 표준물질의 반응으로부터 얻어진 표

준곡선을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6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는 SPSS 22 for

window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분산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one-way ANOVA로 95% 수준

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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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용매 종류, 농도 및 용출 시간에 따른 phenolic compounds

함량

Phenolic compounds는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는 2차 대사산물의 하나로 다양한 생리기

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까지 천연소재로부터 생리

활성물질을 추출하려는 연구가 다양한 방향으로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Jo 등, 2016). Phenolic compounds는 식물의 종류와

부위에 따라 성분과 함량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 되어지고 있

으며 추출용매와 추출에 사용된 용매의 농도, 추출방법, 시간에

따라서 유효성분의 추출 효율이 달라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등, 2009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으로 phenolic compouds

함량을 용출하기 위해 물레나물을 용매별, 농도별, 시간별로 다

양한 추출 방법을 통하여 최적 추출 조건을 확인하였다. 먼저

추출용매를 달리하여 추출물의 total phenolic compounds 함량

을 측정한 결과 Fig. 1A에서와 같이 물레나물을 methanol 용매

에 추출 하였을 때 total phenolic compounds 용출량이 31.33

mg/g으로 사용한 용매 중 가장 많은 양의 phenolic이 용출되었

고 이어 열수 추출물이 29.75 mg/g으로 두 번째로 높은 phenol

이 용출되었다. 이후로는 ethanol > butanol > acetone 순으로 용

출되었다. 추출물을 식품과 화장품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추출 용매인 열수와 ethanol을 추출 용매로 선정

하여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열수와 ethanol을 추출 용매로 효

과적인 phenolic 성분 추출을 위해 10-100%의 ethanol 농도로

추출하였다. 그 결과 Fig. 1B에서와 같이 40-90% ethanol 농도

에서 유사한 phenol 함량을 보였으나, 통계처리 결과 80, 90%

농도의 ethanol에서 유의적인 차이 없이 높은 phenolic

compounds 함량이 용출 되었으며 수치상으로 90% ethanol에서

31.82 mg/g으로 가장 많은 phenolic compounds 함량이 용출되었

으므로 열수와 90% ethanol을 용매로 선정하여 다음 실험을 진

행하였다. 추출 시간에 따라 용출되는 phenolic 함량을 알아보

기 위해 열수와 90% ethanol을 추출 용매로 24시간 동안 3시

간 간격으로 용출되어 나오는 total phenolic compound 함량을

측정한 결과 Fig. 1C에서와 같이 열수 추출물은 24시간 추출했

을 때 26.91 mg/g, 90% ethanol 추출물은 12시간 추출 했을

때 28.82 mg/g으로 가장 많은 phenol 함량이 용출되었다. 위 결

과를 바탕으로 염증 억제에 대한 기능성 탐색을 위하여 물레나

물을 열수와 90% ethanol을 최적 추출 농도로 하여 열수는 24

시간, 90% ethanol은 12시간을 추출하여 sample로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hyaluronidase 저해 (항염증) 효과

신체의 연골과 피부 등에 포함되어 있는 고분자 다당류인 HA

는 염증반응에 관여하여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러나 고분자 HA는 hyaluronidase (HAase)에 의해 저분자의

HA로 분해되며 그로 인해 inflammation, fibrosis, collagen

deposition, 알러지 유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a와

Lee 2004). 따라서 물레나물의 hyaluronidase 저해 효과 실험을

Fig. 1 Effect of different solvent (A), ethanol concentration (B) and

extraction time (C) on extraction of total phenolic compounds content in

extracts from Hypericum ascyron. Mean ± standard deviation (n =6).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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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고분자 형태의 HA를 유지시키는 항염증 효과를 보고자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측정 결과 Fig. 2에서와 같이 물레나

물의 열수와 90% ethanol 추출물 50-200 μg/mL phenolic 농도

에서 각각 0.00-14.81%, 15.33-47.49%의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

으며,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염증 저해 물질로 알려진 ammonium pyrrolidinedithio-

carbamate를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와 비교했

을 때 물레나물 추출물이 보다 낮은 저해 효과를 보였지만, Cho

(2015)가 보고한 쇠무릎 잎 ethanol 추출물이 4,000 μg/mL 농도

에서 30.20%의 저해 효과를 보였고, 숙지황 열수 추출물은

HAase 저해 활성을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40% ethanol 추

출물은 200 μg/mL phenolic 농도에서 약 5%로 낮은 저해 효과

를 나타낸 보고(Cho 2012)와 비교했을 때 물레나물 추출물이

저농도에서 높은 hyaluronid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어 매우 우

수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HAase활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물질들에는 flavonoid, tannins, curcumines 등이

알려져 있는데 물레나물의 hyaluronidase 저해 활성은 물레나물

에 함유되어 있는 flavonoid 성분에 의해 높은 HAase 저해 활

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었다(Kushwah 등, 1978).

추출물의 Raw 264.7 cell에 대한 독성 평가

염증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macrophage cell에 대한 물

레나물 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Raw 264.7 cell에 대

한 독성과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았다. 물레나

물의 열수 추출물과 90% ethanol 추출물을 5, 10, 20, 30, 50,

100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MTT assay를 시행한 결과 Fig. 3

에서와 같이 물레나물 열수 추출물은 50 μg/mL까지는 90% 이

상의 cell viability를 나타내었으며, 100 μg/mL의 처리농도에서

81%로 생존율이 감소하여 약간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

었다. 90% ethanol 추출물은 30, 50, 100 μg/mL 농도에서는

각각 48.00, 16.00, 15.00%로 유의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어 세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90%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낸

물레나물의 열수 추출물 5, 10, 30, 50 μg/mL, 90% ethanol

추출물 5, 10, 20 μg/mL를 선정하여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출물의 nitric oxide (NO) 억제 효과

NO는 대부분 iNOS에 의해 생성되며, 생성된 NO는 bacteria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하게 생성될 경우 염증을 일으켜 유

전자 변이, 조직과 신경 손상을 유발한다(Kim과 Kim 2015). 따

라서 물레나물 추출물의 NO 생성 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

Fig. 4와 같이 나타났다. LPS 단독 처리구 기준으로 LPS와 함

께 물레나물의 열수 추출물과 90% ethanol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두 추출물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량이 유의성 있

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열수 추출물은 50 μg/mL 농도에서

는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90%

ethanol 추출물 또한 20 μg/mL 농도에서 70% 이상의 높은 억

제 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90% ethanol 추출물

이 열수 추출물 보다 낮은 농도에서 높은 NO 억제 효과를 보

임으로써 더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oon 등(2011)은 황금 열수 추출물이 50 μg/mL 농도에서 약

50% 이하의 NO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냈었다고 보고했으며,

Nam(2014)은 산짚신나물 70% ethanol 추출물이 25, 50 μg/mL

농도에서 각각 8.00, 31.50% 억제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비교

했을 때 물레나물의 두 추출물이 같은 농도에서 보다 높은 NO

생성 저해 효과를 나타내어 염증성 관련 질환의 치료 및 예방

을 위한 활용 가능성을 기대 할 수 있었다.

Fig. 3 Cell viability of H. ascyron extracts on raw 264.7 cell. (A) Water extract, (B) 90% ethanol extract. Mean ± standard deviation (n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Inhibition activity on hyaluronidase from extracts of H. ascyron.

Mean ± standard deviation (n =6).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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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의 PGE2 억제 효과

PGE2는 COX-2에 의하여 생성되며 염증반응에 동반되는 부종,

혈관 확장, 통증발생 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또 염증성 질환뿐 만 아니라 다양한 생체반응에 있어서도

세포분열과 증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진행에 관여한다(Kim 등, 2010). 물레나물의 PGE2 생성 억제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LPS 단독 처리

구 기준으로 LPS와 함께 물레나물의 열수와 90% ethanol 추출

물을 처리하였을 때, 두 추출물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PGE2 생

성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열수 추출물의 경

우 50 μg/mL 농도에서 LPS 단독 처리구에 비하여 80% 이상

의 높은 PGE2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90% ethanol 추

출물 또한 20 μg/mL 농도에서 90% 이상의 매우 높은 억제 효

과를 나타냈다. Yun과 Lee(2012)는 금은화 열수와 ethanol 추출

물이 50-200 μg/mL 농도에서 각각 0.37-15.95%, 1.25-7.46%로

200 μg/mL 농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며 PGE2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교했을 때

물레나물의 두 추출물이 매우 높은 PGE2 생성 억제 효과를 나

타내어 우수한 염증 억제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출물의 iNOS와 COX-2 protein expression 억제 효과

iNOS는 대식세포의 자극 때문에 생성되는 물질로 NO를 합성

하는 NOS 효소의 한 종류로 다량 발현될 경우 cytokine들이

다량 분비되어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및 천식 등의 만성 염증

질환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Lee 등, 2016b). COX-2는 arachidonic

acid를 prostaglandin으로 변화를 촉진시키는 효소로써, 신생조직

과 염증이나 기타 면역반응 시 세포분열인자나 cytokine에 의해

염증의 부위에서 세포 내 발현이 증가하여 미생물에 의한 감염

과 손상, 혈관 확장, 암 발생에 관여한다. 주로 많은 항염증제

Fig. 4 Effect of H. ascyron extracts on nitric oxide (NO) production rate. Raw 264.7 cells were induced LPS (1 μg/mL)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H. ascyron extracts for 24 h. The culture media of the treated cells were used to measure NO production rate. (A) Water extract, (B) 90% ethanol

extract. Mean ± standard deviation (n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5 Inhibitory effects of H. ascyron extracts on production of PGE2. Raw 264.7 cells were induced LPS (1 μg/mL)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H.

ascyron extracts for 18 h. The levels of PGE2 in the cell culture media were measured by ELISA kit. (A) Water extract, (B) 90% Ethanol extract.

Mean ± standard deviation (n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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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용기전은 prostaglandin 합성 억제를 통해 염증 억제 효과

를 보이며 이는 COX-2의 생성과 활성 저해에 의한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Jung 등, 2013). 따라서 물레나물 추출물의 iNOS

와 COX-2 억제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western blotting 실험을

진행한 결과 Fig. 6에서와 같이 LPS 단독 처리구 기준으로

LPS와 함께 물레나물의 열수와 90% ethanol 추출물을 처리하

였을 때 두 추출물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iNOS와 COX-2의

protein 발현을 억제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모두 90% ethanol

추출물의 낮은 농도에서 높은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iNOS

발현량은 Fig. 6A에서와 같이 열수 추출물의 경우 50 μg/mL의

농도에서 LPS 단독 처리구에 비하여 약 50% 정도의 억제 효

과를 나타냈으며, 90% ethanol 추출물은 Fig. 6B에서와 같이

20 μg/mL의 농도에서 약 68%의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Kim

(2012)은 사백산 열수 추출물의 iNOS 억제 활성 측정결과 열

수 추출물은 최고 농도인 400 μg/mL에서 효과가 미미했고 30%

ethanol 추출물은 100 μg/mL 이상에서부터 눈에 띄게 발현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COX-2 발현량은 Fig. 6C에서와 같이 열

수 추출물의 경우 50 μg/mL의 농도에서 LPS 단독 처리구에 비

하여 약 50% 정도의 억제 효과를 나타냈으며, 90% ethanol 추

출물은 Fig. 6D에서와 같이 20 μg/mL의 농도에서 33%의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비교하여 물레나물 추출물의 경우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높은 iNOS와 COX-2의 protein 발현 억제 효

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O와 PGE2의 생

성율 저해와 유사한 pattern으로 이들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

인 iNOS와 COX-2의 protein 발현도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Fig. 6 Effects of H. ascyron extracts on LPS-induced iNOS and COX-2 expression. The expression levels of iNOS and COX-2 in the protein was

measured after treatment of the indicated concentration of H. ascyron extracts and LPS (1 μg/mL) for 18 h. H. ascyron water exreacts (A) and 90%

Ethanol extract (B) on iNOS, and water extract (C) and ethanol extract (D) on COX-2. Mean ± standard deviation (n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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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농도에서 효소인 iNOS와 COX-2의 protein 발현양에 비

해 효소 산물인 NO와 PGE2의 생성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추 분획물을 이용한 PGE2 생성율과 COX-2

protein 발현 정도를 비교한 연구(Kim과 Son 2014)에서도 동일

농도에서 COX-2 protein 발현양에 비해 PGE2의 생성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단백질 발현에 있어서 정성적

인 방법인 western blot 분석법에서는 각 효소의 단백질 발현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정량적인 측정법인 ELISA 분석

법의 경우는 단백질의 발현양 뿐만 아니라 각 효소 자체가 가

지는 활성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었

다(Kang 등, 2012). 따라서 물레나물 추출물은 효소인 iNOS와

COX-2의 protein 발현을 억제하여 효소생성물인 NO와 PGE2

생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염증 억제 효과를 입증하였다.

추출물의 Pro-inflammatory cytokine 억제 효과

TNF-α는 LPS 반응의 주요 매개체로서 분비가 증가함에 따라

열, 부종, 통증 및 홍반 등의 염증을 일으키고 지속적인 생성으

로 인해 NF-κB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염증을 발생시키며

만성 염증을 유발하여 패혈성 쇼크, 염증 등에 관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Byun 2005). IL-6는 면역, 숙주 방어, 혈액 생

성 등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물질로 mitogen과 항원의 자극,

LPS, calcium, cytokines, virus 등에 의해 상승되어 악성종양,

감염성 질환 등을 일으킨다(Van 1990; Hibi 등, 1996). IL-1β

는 T-cell의 활성화, B-cell의 성숙, NK cell의 활성을 유도하며

염증반응 시 생성되는 촉진성 cytokine으로 세균감염에 대한 염

Fig. 7 Inhibitory effects of H. ascyron extracts on produc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Raw 264.7 cells were induced LPS (1 μg/mL)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H. ascyron extracts for 18 h. The levels of cytokine in the cell culture media were measured by ELISA kit. (A) TNF-α, (C) IL-6, (E)

IL-1β in water extract, (B) TNF-α, (D) IL-6 (F) IL-1β in 90% ethanol extract. Mean ± standard deviation (n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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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성 응답의 개시 및 강화에 중요하다. 낮은 농도에서는 항상

성 유지에 필수적이나 대량 생산될 경우 T-cell을 활성화시키고

B-cell을 성숙시켜 증상을 악화시킨다(Kim 등, 2015). 따라서 물

레나물 추출물의 염증성 cytokine의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한

결과, Fig. 7에서와 같이 LPS 단독 처리구 기준으로 LPS와 함

께 물레나물의 열수와 90% ethanol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두

추출물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pro-inflammatory cytokines의 생

성을 억제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TNF-α 억제 효과는 Fig.

7A, B에서와 같이 열수 추출물의 경우 50 μg/mL의 농도에서

LPS 단독 처리구에 비하여 약 45.30% 정도 억제 효과를 나타

냈으며, ethanol 추출물은 20 μg/mL의 농도에서 36.90%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IL-6 저해 효과는 Fig. 7C, D에서와 같이

열수 추출물의 경우 50 μg/mL의 농도에서 LPS 단독 처리구 기

준으로 약 33.00% 정도의 억제 효과를 나타냈으며, ethanol 추

출물은 20 μg/mL의 농도에서 36.00%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어

저 농도의 ethanol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 보다 높은 억제 효과

를 보였다. 열수 추출물은 Kim 등(2009a)이 보고한 황련해독탕

추출물 30-300 μg/mL 농도에서의 IL-6의 저해 활성과 유사한

억제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ethanol 추출물은 Kim(2016)이 보고

한 압척초 ethanol 추출물의 500 μg/mL에서 39.54%의 억제 효

과와 유사한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IL-1β 저해 효과는 Fig.

7E, F에서와 같이 열수 추출물의 경우 50 μg/mL의 농도에서

LPS 단독 처리구에 비하여 약 33.30% 정도 억제 효과를 나타

냈으며, ethanol 추출물은 20 μg/mL의 농도에서 38.30%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물레나물이 다른

추출물에 비해 저 농도에서 유사하거나 높은 억제 효과를 나타

내어 우수한 항염증 효과를 보일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LPS로 자극한 Raw 264.7 cell에서

iNOS, COX-2와 같은 염증성 매개체뿐만 아니라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과 발현은 물레나물의 열수와 90% ethanol 추

출물에 의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

레나물 추출물은 iNOS와 COX-2를 억제함으로써 염증 반응에

관련된 물질인 NO, PGE2, TNF-α, IL-6, IL-1β 생성을 억제하

는 기전을 통하여 염증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 록

물레나물(Hypericum ascyron)은 예로부터 식·약용으로 사용되

어져 왔으나, 물레나물의 항염증 효과와 mechanism에 대한 연

구가 매우 부족하여 물레나물 추출물의 염증 생성 반응에 관여

하는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물레나물은 열수와 90%

ethanol 추출물에서 각각 29.75, 31.82 mg/g으로 높은 phenolic

함량을 나타내었다. 물레나물 추출물의 hyaluronidase 저해 활성

을 측정한 결과 50-200 μg phenolics/mL 농도에서 열수와 90%

ethanol 추출물이 각각 0.00-14.81, 15.33-47.49%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어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레나물 추

출물의 세포 독성을 측정한 결과, 열수와 90% ethanol 추출물

에서 각각 30-100 μg/mL 농도에서 독성이 관찰되어 열수 추출

물의 농도 구간을 10-50 μg/mL, ethanol 추출물은 5-20 μg/mL

으로 선정하였다. LPS로 자극한 Raw 264.7 cell에서 iNOS,

COX-2와 같은 염증성 매개체뿐만 아니라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과 발현은 물레나물의 열수와 90% ethanol 추

출물에 의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

레나물 추출물의 염증 억제 효과는 iNOS와 COX-2를 억제함으

로써 염증 반응에 관련된 물질인 NO, PGE2, TNF-α, IL-6,

IL-1β 생성을 억제하는 기작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

서 물레나물 추출물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서 매개 물질들의

과발현에 의해 야기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천연물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물레나물의 기능성 식품 산업화를 위한 유용한 기초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Keywords 대식세포 · 물레나물 · 사이토카인 · 페놀성 화합물

· 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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