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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체에는 외부환경에 적응하며 견딜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식물체 추출물은 인체에 유익한 작

용을 한다. 식물체로부터 유익한 기능성 물질을 탐색하는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년생 식물이나 한해살이 초목

들이 활성이 뛰어나다. 따라서 인체에 위해성이 없고 항산화

력이 뛰어난 항산화물질 및 항염증을 탐색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Lee & Rhee 2015).
소리쟁이(Rumex crispus L.)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

LPS로 유도된 RAW264.7 세포주 염증모델에서 소리쟁이의
법제처리에 따른 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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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processed (Beopje) curly dock (Rumex crispus L.) in LPS 
(lipopolysaccharide)-stimulated murine RAW 264.7 cells. The experimental group was classified into five groups : LPS no 
treatment, CD (curly dock), CD-B (CD processed through Beopje), LPS, LPS+CD-B (LPS+CD processed through Beopje) 
and LPS+CD (LPS+CD). Treatment of the Raw 264.7 cell lines using LP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NO production, 
pro-inflammatory cytokines (TNF-α, IL-6 and IL-1β), and inflammation related genes (COX-2 and iNOS). Investigation of 
the inhibitory effects of CD and processed CD on NO production and expression of iNOS and COX-2 was done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There was significant inhibition of NO production by LPS+CD and LPS+CD-B in a 
dose-dependent manner (p<0.05). Particularly, LPS+CD-B exhibited reduced mRNA expression of iNOS and COX-2 and 
NO production as compared to LPS+CD in Raw 264.7 cell lines (p<0.05). These results may explain some known biological 
activities of curly dock including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CD-B in particular exhibited the highest anti-inflammatory 
effects of inhibiting production of NO, through the regulation of inflammatory related genes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These results of Beopje processing might help decrease the anti-biological effects and increase several active substances 
of curly d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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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려지는데, 마디풀과로 다년생 초본 식물이고, 어린잎은 

나물로도 먹으며, 뿌리는 약재 혹은 염료로 사용하였다(Yun 
YS 2016). 특히, 뿌리는 말려서 약재로 널리 사용하였는데, 
뿌리에는 chrysophanic acid, chrysophanein, emodin 등이 함유

되어 있으며(Kim 등 1998; Chang 등 1999; Shin CH 2001; 
Hwang 등 2004), 염증반응 억제효과(Kim 등 1998; Shin CH 
2001; Hwang 등 2004), 간보호 효과(Hwang 등 2004), 메탄올 

추출물의 항균과 항산화 활성(Jeong 등 2006; Rhim 등 2012),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Park & Choi 2011a) 지방세포 

분화 억제효과(Park 등 2013), 항암효과(Shiwani 등 2012) 등
이 보고되고 있으며, 해열제, 피부병 등에 외용하기도 한다

(Park 등 2013).
포제(炮製), 수치(修治) 또는 법제(法製)는 약재를 가공 처

리하여 독성을 저하시켜 약성을 증가시키고, 보관을 용이하

게 하며, 치료효과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Kim 등 2002a; 
Kim 등 2002b; Lee & Kim 2003). 법제하는 방법은 물을 이용

하는 방법은 약재 소재를 물 혹은 술을 이용하여 이물질이나 

찌꺼기를 씻어버리는 포(泡), 지(漬), 세(洗)의 3종류가 있다. 
물과 불을 이용하여 약재 소재를 증기로 찌는 방법은 증(蒸)
이라 하고, 삶는 방법을 자(煮)라 하였다. 한약재의 가공처리 

방법에 따라 한약의 효능 혹은 안전성 및 독성을 변하게 하

므로 예로부터 이 방법을 중시하였다(Lee & Kim 2003). 
한약재 생품을 가공 처리하여 약재로 사용한 기록은 신농

본초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최초의 포제(炮製) 전문

서적은 기원전 1, 2세기경 뇌공포자론(雷公炮炙論)이다. 한의

학에서 포제학은 포제의 전통기술학과 현대과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조기법으로 발전시켰으며, 동서의학의 결합에 의

한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Kim HC 
2001).

한약재를 수치 전후의 지표물질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 법

제한 생강(Zingberis Rhizoma)은 6-gingerol이 법제한 후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고(Kim 등 2012; Kim 등 2014), 만성신염 예

방제로 활용하는 후박(Magnolia Bark)은 법제 후 당뇨성 신염

을 일으키는 최종당화산물인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AGEs)의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Kim 2003). 
이와 같이 법제과정을 통하여 생강은 염산-에탄올로 유도된 

위염(Kim 등 2012), DDS로 유도된 대장염(Kim 등 2014)의 

억제효과가 증가하였고, 후박은 당뇨성 신염 및 만성신염을 

감소시키는 것(Kim 등 2002a)으로 보고되어 있다. 법제한 옻

나무는 주요 성분인 urushiol이 제거되면서 혈관형성 저해효과 
및 폐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였다(Vlassara 등 1994; Choi 등 

2006).
염증반응은 활성화된 면역세포에서 일어나는 면역반응으

로, 면역세포가 바이러스, 세균 등을 포함한 미생물에 노출

되면 활성화된 면역세포에서 염증인자가 발현되어 염증반응

을 일으킨다(Wang 등 2002). 염증반응은 다양한 장기에 영향

을 주어 비만, 심혈관질환, 당뇨, 천식, 치매, 암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otamisligil GS 2017). 염증반응 시

에 대식세포는 nitric oxide(NO)와 hydrogen peroxide와 같은 

반응산소 중간물질을 생산하며 숙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

져올 때가 있다고 보고되어진다. 대식세포가 lipopolysaccharide 
(LPS)에 의하여 자극이 되면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가 발현되면서 다량의 NO를 생성하여 염증반응을 일

으킨다(Guzik 등 2003). LPS로 활성화된 toll-like receptor-4
(TLR4)는 tumor nuclear factor κB(NF-κB)를 활성화시키고, 활
성화된 NF-κB는 pro-inflammatory cytokine인 necrosis factor-α
(TNF-α), type 1 interferon(IFN), interleukin-1β(IL-1β)를 활성

화하여, 염증관련 효소인 iNOS와 cyclooxygenase-2(COX-2)
를 활성화시킨다(Xie 등 1994; Lee 등 2004; Lu 등 2008). Nitric 
oxide는 iNOS의 생성을 증가시키면서, 염증반응이 활성화되

어 reactive oxygen species(ROS)를 생성하게 된다(Guzik 등 

2003). 과량 생산된 염증매개물질은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

키고,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염증 관련 유전자의 

활성을 억제한다면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다양

한 질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소리쟁이와 법제한 소리쟁

이를 LPS로 염증반응을 유도한 Raw 264.7 cells에 처리한 

후, NO의 생성능과 염증관련 유전인자 TNF-α, IL-6, IL-1β, 
iNOS와 COX-2의 발현정도를 비교 실험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준비
소리쟁이와 법제 처리된 소리쟁이 실험재료는 Ga Wha 

Wellfood Co.(Jincheon, Korea)에서 제공받아서 실험에 사용

하였다. 법제하는 방법은 건조된 소리쟁이를 세척한 후 4분

간 찐 후 2시간 동안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건조된 소리쟁이

는 3분간 볶으면서 수분이 제거되면 그늘에서 2시간 동안 건

조시키는데 이 과정을 일 1회씩 찌고, 볶는 과정을 3회 반복

하고, 60℃ 건조기에서 건조시켰다. 건조 후 시료는 마쇄하

여 가루로 만들어서 －20℃에서 보관하였다. 가루 시료는 농

도에 맞추어서 배지와 혼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Kim SJ 
2012; Park 등 2018).

2.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 세포주 배양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 cell line을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Rockville, MD, USA)에서 구입하였

다. 세포주의 배양은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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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EM,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100 U/mL penicillin-streptomycin(PS, Welgene Inc., Gyeongbuk, 
Korea)을 혼합한 배지를 사용하였다. 배양조건은 3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실시하였다. Amrouche 등(2006)의 

방법을 수정하여 실험하였다(Lee 등 2014).

3. 생존율 분석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 cell line을 96well plate에 well 

당 3×105 cell/mL의 농도로 배양하고, 각 well 당 실험시료

를 20 μL씩 첨가해 37℃,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

양시켰다. 배양을 한 후 MTT(3-[4,5-dimethylthiazol 2-yll)-
2,5-diphenyl tertrazolium bromide) 용액을 50 μL씩 넣고 4시간 

동안 incubation 후 MTT 용액을 제거한 후 150 μL씩 Dimethyl 
Sulfoxide(DMSO)를 분주한 후 ELISA reader를 활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Nitric oxide(NO) 농도 측정
RAW 264.7 cell line의 배지 내 NO 농도는 Griess reagent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96-well plate에 well 당 3×105 cell/mL 농도로 24시간 동

안 배양한 후 2 μg/mL lipopolysaccharide(LPS,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처리하고, 필터(0.2 μm, GVS 
Filteration Inc., Bloomer, WI, USA)를 통과한 소리쟁이 시료 

0.1 mg/mL 농도로 48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Griess reagent
를 세포 배양 상층액에 처리한 후, Wallac Victor3 1420 
Multilabel Counter(Perkin-Elmer, Wellesley, MA, USA)로 흡관

도를 550 nm에서 측정하였다(Livak & Schmittgen 2001).

5.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RAW 264.7 cell line을 96-well plate에 well 당 3×105 cell/mL 

농도로 24시간 동안 37℃,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배지

는 제거하고 2 μg/mL LPS를 처리하며, 필터(0.2 μm, GVS 
Filteration Inc.)를 통과한 시료 0.1 mg/mL 농도의 소리쟁이 

시료를 48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세포 배양 상층액을 ELISA 
kit(BioLegend, San Diego, CA, USA)로 TNF-α, IL-1β, IL-6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은 제조사로부터 제공된 실험방법

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Livak & Schmittgen 2001).

6. Real Time -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qPCR)

RAW 264.7 cell line을 96-well plate에 well당 3×105 cell/mL 
농도로 37℃,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

지는 제거하고, 2 μg/mL LPS를 처리해 필터(0.2 μm, GVS 

Filteration Inc.,)를 통과시킨 소리쟁이 시료를 0.1 mg/mL 농
도로 48시간 동안 처리하였다(Livak & Schmittgen 2001; Song 
등 2017). 배지를 제거한 후 Trizol(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이용하여 RNA를 분리하였고, NanoDrop ND-1000
(NanoDrop Technologies Inc., Wilmington, DE, USA)을 이용

하여 정량하였다. 정량된 RNA는 Superscript II reverse tran-
scriptase(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역전사

하여 cDNA로 합성하였다. cDNA와 각각의 primer, SYBR 
green(Solis biodyne, Tartu, Estonia)을 혼합한 후 thermal cycler 
BioRad CFX-96 real time system(BioRad, Hercules, CA, USA)
를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였다. 시료의 iNOS, COX-2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하기 위하여 house keeping 유전자로 

18S rRNA를 사용하였고, 사용된 primer 서열은 다음과 같다:
18S rRNA forward 5’-TCGAGGCCCTGTAATTGGAA-3’ 

and reverse 5’-CCCTCCAATGGATCCTCGTT-3’, iNOS forward 
5’-ATGGCTTGCCCCTGGAA-3’ and reverse 5’-TATTGTTGG
GCTGAGAA-3’, COX-2 forward 5’-GGCAGCAAATCCTTGC-3’ 
and reverse 5’-TATTGTTGGGCTGAGAA-3’(22).

7.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Mean±standard deviation(S.D.)로 나

타내었고, RT-qPCR은 Mean±standard error(S.E.)로 나타내

었다. Student t-test와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로 

검증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를 이용하여 그룹간의 

유의성을 판별하였으며, p-value가 <0.05일 때 유의성이 있

다고 판단하였다. 모든 실험 분석은 SPSS v18 statistical 
software package(SPSS Inc. Westlands, Hong Kong)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 세포에서 소리쟁이(CD)와 

법제처리된 소리쟁이(CD-B)를 0.01, 0.25, 0.05, 0.1 mg/mL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cell viability가 120% 이상으로 나타났

다. 또한 저농도인 0.01 mg/mL(CD: 135.0±20.9, CD-B: 171.4±
20.1)와 0.25 mg/mL(CD: 175.1±13.9, CD-B: 172.5±16.6)에
서는 법제한 소리쟁이 시료가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

며, 0.05 mg/mL(CD: 177.4±10.1, CD-B: 150.1±22.2) 혹은 0.1 
mg/mL 농도(CD: 194.1±18.4, CD-B: 144.9±19.8)에서도 법제

한 시료의 결과가 145~150% 생존율이 높게 나왔다. 그러므

로 소리쟁이(CD)와 법제처리된 소리쟁이(CD-B)의 Raw 264.7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 1), 
실험시료의 농도를 0.1 mg/mL로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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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aw 264.7 세포에서 NO 생성
Raw 264.7 세포에서 NO 생성능은 LPS 처리군이 미처리군

에 비해 48시간과 72시간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
0.05)(Table 1). LPS 미처리군은 2.13±2.77 μM 이었고, LPS 처
리군은 13.13±1.70 μM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시료를 처리한 경우, LPS 미처리군: no treatment
(48H: 2.13±2.77 μM, 72H: 1.36±0.23 μM)군에 비해 LPS 미처

리군+CD(48H: 4.24±0.55 μM, 72H: 4.46±0.69 μM)는 NO 생성

능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증가가 있었고(p<0.05), LPS 
미처리군+CD-B(48H: 2.60±0.52 μM, 72H: 3.60±0.60 μM)를 

처리한 군은 NO 생성능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5). 특히 48시간에 LPS 미처리군+CD-B(2.60±
0.52 μM)는 LPS 미처리군+CD(4.24±0.55 μM)보다 NO 생성

능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p<0.05) 감소현상을 보였으

나, 72시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법제된 소

리쟁이(CD-B)를 처리함에 따라 증가한 NO 생성량을 감소하

는 결과를 보였다.
Raw 264.7 세포에 LPS처리 군에서는 48시간 처리군에서 

LPS(13.13±1.70 μM)군에 비해 LPS+CD(14.90±1.00 μM) 처리 

군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LPS+CD-B(11.92±2.34 μM)
를 처리한 군은 NO 생성능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p<0.05). 또한 72시간에서는 LPS(26.23±2.38 μM)
군에 비해 LPS+CD(21.00±1.50 μM)와 LPS+CD-B(20.16±1.18 
μM)를 처리한 군은 NO 생성능력이 두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법제된 소리쟁이(CD-B)가 

LPS로 활성화시킨 Raw 264.7 세포에서 NO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약용식물로서 소리쟁이는 피토케미칼을 함유하고 있으며,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성 화합물이 풍부하고,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유지산화 억제 효과 등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어 있으며(Oh DH 1986; Kim 등 2010; Jeong KS 
2012; Kim 등 2013; Yun YS 2016), 소리쟁이 뿌리에 의한 중

금속 흡착능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Jeong KS 2012). 특히 

carrageenan으로 유도된 부종모델에서 소리쟁이 종자의 뛰

어난 항염증 작용을 확인하였으며(Lee 등 2007), 한의학에

서는 소리쟁이 뿌리가 담낭질환, 피부병, 임파선 질환, 암의 

보조치료제로 이용하기도 한다(Jeong 등 2006; Park 등 2006; 
Khattab & Arntfield 2009). 법제하지 않은 생강에 비해 유효성

분인 gingerol 함량이 법제과정을 통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등 2012; Kim 등 2014). 만성신염 예방제로 

활용하는 후박(Magnolia Bark)은 법제 후 당뇨성 신염을 일으

키는 최종 당화산물인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AGEs)
의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lassara 등 1994; Kim 등 

2002a). 또한 볶은 커피콩에서도 NO의 생성량을 감소시킴으로

써(Kim 등 2016) 가공방법에 따른 약성이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연구결과, LPS로 유도된 염증반응을 소리쟁이가 억제하여 

NO의 생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법제한 소리쟁이가 

법제하지 않은 소리쟁이에 비하여 NO의 생성을 억제한 것은 

법제과정을 통하여 독성을 감소시키며, 유효성분의 양을 증진

시켜(Lee & Kim 2003; Khattab & Arntfield 2009) 염증반응을 

더욱 억제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생리적 효능이 있는 소

리쟁이를 법제에 의하여 효능의 차이가 있음은 기능성 소재 

개발에 새로운 가공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Raw 264.7 세포에서 pro-inflammatory cytokine의함량
마우스 대식세포주 Raw 264.7 세포에서 LPS처리에 의해 

유도된 염증반응에서 pro-inflammtory cytokine(TNF-α, IL-6, 
IL-1β)의 함량 변화를 본 결과는 Fig. 2에 보여준다. LPS를 

Fig. 1. Cytotoxicity of curly dock and curly dock with 
Beopje in Raw 264.7 cells. CD: curly dock, CD-B: curly 
dock with Beopje. Values are mean±S.D. * p<0.05 CD vs 
CD-B.

48H 72H
No treatment  2.13±2.77cd  1.36±0.23d

CD  4.24±0.55c  4.46±0.69c

CD-B  2.60±0.52d  3.60±0.60c

LPS 13.13±1.70a 26.23±2.38a

LPS+CD 14.90±1.00a 21.00±1.50b

LPS+CD-B 11.92±2.34b 20.16±1.18b

LPS: lipopolysaccharide, CD: curly dock (0.1 mg/mL), LPS+CD: 
lipopolysaccharide + curly dock (0.1 mg/mL), CD-B: curly dock 
with Beopje (0.1 mg/mL), LPS+CD-B: lipopolysaccharide + curly 
dock with Beopje (0.1 mg/mL).
a~d Means (±S.D., n=3~4)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 Nitric oxide (NO)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by treatment of LPS, curly dock (CD) and curly dock with 
Beopje (CD-B)(0.1 mg/mL)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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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경우, LPS 미처리군에 비하여 TNF-α, IL-6와 IL-1β가 

통계적학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0.05)(Fig. 2). LPS 
처리군(TNF-α: 719.58±26.41 pg/mL, IL-1β: 305.38±58.89 
pg/mL IL-6: 1,041.92±33.60 pg/mL)은 LPS 미처리군(TNF-α: 
481.71±92.10 pg/mL, IL-1β: 173.91±35.98 pg/mL IL-6: 681.28±
208.18 pg/mL)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

을 보였다(p<0.05). 이는 LPS로 유발된 RAW 264.7 세포주 

염증 모델에서 LPS처리에 의하여 pro-inflammtory cytokine
(TNF-α, IL-6, IL-1β) 함량이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LPS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서 소리쟁이 시료(CD)(TNF-α: 
530.15±130.08 pg/mL, IL-1β: 190.53±13.16 pg/mL, IL-6: 947.52±
135.22 pg/mL)와 법제한 소리쟁이(CD-B)(TNF-α: 568.26±34.58 
pg/mL, IL-1β: 140.16±30.31 pg/mL, IL-6: 824.46±81.82 pg/
mL)를 처리한 군은 LPS를 처리하지 않은 군과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LPS를 처리한 군에 비하여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감소현상을 보였다(p<0.05).
LPS로 유발된 RAW 264.7 세포주 염증 모델에서 LPS처리

에 의하여 증가된 pro-inflammtory cytokine(TNF-α: 719.58±
26.41 pg/mL, IL-1β: 305.38±58.89 pg/mL, IL-6: 1,041.92±33.61 
pg/mL)에 실험시료의 처리에 의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TNF-

α 함량은 LPS+CD-B군(574.37±145.31 pg/mL)이 LPS+CD
(653.85±52.18 pg/mL)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p<0.05). IL-1β 함량도 LPS+CD-B군(175.27±38.57 pg/mL)
이 LPS+CD군(240.26±34.45 pg/mL)보다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감소현상을 보였다(p<0.05). IL-6 함량도 LPS+CD-B군

(610.26±274.11 pg/mL)이 LPS+CD군(977.87±102.14 pg/mL)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이 결과는 

소리쟁이의 항염증 효과를 증명하였고, 소리쟁이를 법제하

였을 때 pro-inflammatory cytokine 함량을 현저히 감소시킴으

로써 법제 방법에 따라 항염증의 생리활성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식세포의 활성화 인자인 LPS로 유발된 RAW 264.7 세

포주 염증 모델이 널리 이용되어진다. 면역세포에 LPS를 처

리하면 iNOS가 발현되어 많은 양의 NO를 생성하게 되고, 신
경전달 및 염증 반응을 매개하며(Miyasaka & Hirata 1997; 
Wang 등 2002), 염증관련 인자(TNF-α, IL-6, IL-1β IFN-γ, 
iNOS, COX-2)가 급격히 증가하는데(Livak & Schmittgen 2001), 
과량 생산된 염증매개물질에 의하여 염증반응이 활발하여 

각종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Seo 등 2000; Ahn 등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리쟁이와 법제된 소리쟁이가 

    

Fig. 2. Pro-inflammatory cytokines of TNF-α, IL-1β and IL-6 in Raw 264.7 cells by the treatment of LPS, curly dock and 
curly dock with Beopje. 1) CD: curly dock (0.1 mg/mL), CD-B: curly dock with Beopje (0.1 mg/mL), LPS: lipopolysaccharide, 
LPS+CD: lipopolysaccharide + curly dock (0.1 mg/mL),  LPS+CD-B: lipopolysaccharide + curly dock with Beopje (0.1 
mg/mL). a~c Means (±S.D., n=3~4) with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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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식세포에서 NO 생성량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농도의존으로 NO 생성량이 감소하

였다.
Park 등(2018)의 보고에 의하면 소리쟁이(CD)는 ex vivo 마

우스의 비장세포에 LPS를 처리하면 NO의 생성이 증가하였

고, TNF-α, IFN-γ, IL-6와 IL-1β가 증가하였으며, 염증관련 

인자인 iNOS와 COX-2의 mRNA 발현이 증가하였다. 
아토피를 유도한 Balb/c 마우스에서 소리쟁이가 아토피 증

상이 억제되고, 비장의 무게가 감소하였으며(Rao 등 1993; 
Ahn 등 2009), LPS로 활성화 시킨 후 RAW 264.7 세포에서 

소리쟁이 추출물에 의한 NO 생성 감소 및 iNOS 발현을 억제

시켰다는 보고가 있었다(Park & Choi 2011b). 본 연구에서도 

LPS로 유도된 염증반응으로 IL-1β, IL-6농도가 증가하였고, 
소리쟁이를 처리하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리

쟁이 추출물이 폴리페놀 함량이 높으며, 항산화 활성(Oh DH 
1986; Kim 등 2010; Yun YS 2016) 작용으로 LPS로 유도된 

염증유발인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항산화 활성

이 높은 소리쟁이를 활용하여 양념돈육에 이용하였을 때 저

장성과 연도 등 품질특성 개선효과(Jeong KS 2012), 소리쟁

이 뿌리 추출물도 산화스트레스로 야기된 활성산소를 억제

하는 역할(Kim 등 2013)을 하면서 새로운 생물소재로 활용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법제처리된 소리쟁이(CD-B)는 법제처리하

지 않은 것(CD)보다 염증유발인자(TNF-α, IL-6, IL-1β)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컸는데, Park 등(2018)의 보고에 의하면 

본 연구와는 다른 세포인 ex vivo 마우스의 비장세포에서 법

제된 소리쟁이에 의하여 TNF-α, IFN-γ, IL-6, IL-1β, iNOS와 

COX-2가 감소하였다. 법제된 생강이 dextran sulfate sodium
(DSS)로 대장염이 유도된 마우스에서 TNF-α, IL-6, IFN-γ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Kim 등 2014)가 있었다. 또한, 법제

한 후박은 당뇨성 신염 및 만성신염을 감소시키는 것(Kim 등 

2002a)으로 보고되는데, 이는 법제를 통해 인체에 유용한 물

질을 증진시켜 더욱 높은 염증억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

각된다.

4. Raw 264.7 세포에서 iNOS, COX-2의 mRNA 발현
마우스 대식세포주 Raw 264.7 세포에서 LPS처리에 의해 

유도된 염증반응에서 NO 생성과 관련된 iNOS와 COX-2의 

mRNA 발현을 본 결과는 Fig. 3에 보여준다. LPS를 처리하면 

미처리군에 비해 iNOS와 COX-2 mRNA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Fig. 3). LPS 미처리군에 비하

여 LPS 처리군(iNOS: 8.77±0.22, COX-2: 3.68±0.15)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p<0.05). 이는 LPS로 유

발된 RAW 264.7 세포주 염증 모델에서 LPS처리에 의하여 

iNOS, COX-2 mRNA 발현이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LPS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서 소리쟁이 시료(CD)(iNOS: 

1.27±0.08, COX-2: 1.45±0.03)와 법제한 소리쟁이(CD-B)(iNOS: 
0.71±0.02, COX-2: 1.49±0.05)를 처리한 군은 LPS를 처리하지 

않은 군과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iNOS 발현은 

법제 처리한 소리쟁이 군이 처리하지 않은 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LPS로 유발된 RAW 264.7 세포주 염증 모델에서 LPS처리

에 의하여 증가된 pro-inflammtory cytokine(iNOS: 8.77±0.22, 
COX-2: 3.68±0.15)에 실험시료의 처리에 의한 결과는 Fig. 3

   

Fig. 3. mRNA expression of inflammation related genes (iNOS and COX-2) in Raw 264.7 cells by the treatment of LPS, 
curly dock and curly dock with Beopje. 1) CD: curly dock (0.1 mg/mL), CD-B: curly dock with Beopje (0.1 mg/mL), LPS: 
lipopolysaccharide, LPS+CD: lipopolysaccharide + curly dock (0.1 mg/mL),  LPS+CD-B: lipopolysaccharide + curly dock with 
Beopje (0.1 mg/mL). The mRNA expression levels were calculated based on 18S rRNA, which was used as a control (no 
treatment fold ratio = 1). a~d Means (±S.D., n=3~4) with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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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iNOS 발현은 LPS+CD-B군(0.74±0.06)이 LPS+CD군

(2.58±0.23)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 결과를 보였다

(p<0.05). COX-2 발현은 LPS+CD-B군(2.14±0.09)이 LPS+CD
군(3.67±0.10)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 결과를 보였

다(p<0.05). 이 결과는 소리쟁이의 항염증 효과를 증명하였

고, 소리쟁이를 법제하였을 때 iNOS와 COX-2 발현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법제 방법에 따라 항염증의 생리활

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Raw 264.7 cells과 RBL-2H3 cell에서 즉 피부상재균에 대

한 소리쟁이 뿌리추출물의 항균활성과 항염증 효과는 염

증반응에 관여하는 β-hexosaminidase 효소를 감소시켜 염증

반응을 억제시켰다(Lee 등 2007; Yun IJ 2009; Park & Choi 
2011b). Arachidonic acid(AA)가 COX(cyclooxygenase) pathway
를 통하여 prostglandins(PGs)과 leukotrienes을 생산하는데(Rao 
등 1993), 이 물질들이 염증반응을 유도할 때 소리쟁이 섭취

에 의하여 부종이 감소하였고, carrageenan으로 유도된 부종

을 감소시키며, 항염증인자의 감소를 보이면서 항염증 효과

를 보고하였다(Park & Choi 2011b). 본 연구에서도 타 연구와 

비슷하게 LPS로 유도된 COX-2의 mRNA 발현을 소리쟁이가 

억제시켜 항염증 효과를 보였고, iNOS 발현도 감소시켜 염

증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인 법제처리

한 소리쟁이는 법제하지 않는 소리쟁이보다 COX-2의 발현

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는데, 이는 Kim 등(2014)의 연구인 

생강을 법제한 경우 법제하지 않은 생강보다 대장염 유도 마

우스에서 COX-2와 iNOS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과 유

사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법인 법제 과

정은 독성은 제거하고, 유용한 물질의 함량을 높인다(Kim HC 
2001; Kim 등 2002a; Kim 등 2002b; Kim 등 2012; Kim 등 

2014). 한약재를 수치 전후의 지표물질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 
법제한 생강(Zingberis Rhizoma)은 6-gingerol이 법제한 후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고(Kim 등 2012; Kim 등 2014), 만성신염 예

방제로 활용하는 후박(Magnolia Bark)은 법제 후 당뇨성 신염

을 일으키는 최종당화산물인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AGEs)의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lassara 등 1994; 
Kim 등 2002b). 이와 같이 법제과정을 통하여 생강은 염산-
에탄올로 유도된 위염(Kim 등 2012), DDS로 유도된 대장염

(Kim 등 2014)의 억제효과가 증가하였고, 후박은 당뇨성 신

염 및 만성신염을 감소시키는 것(Kim 등 2002a)으로 보고되

어 있다. 법제한 옻나무는 주요 성분인 urushiol이 제거되면

서 혈관형성 저해효과 및 폐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였다

(Choi 등 2006). 법제처리를 하면 소재의 유용한 활성성분이 

증가하게 되고, 항염증 효과가 더 향상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소리쟁이(CD)와 법제처리한 소리쟁이(CD-B)는 

Raw 264.7 세포에 LPS를 처리한 경우, 미처리군에 비하여 

NO 생성량이 증가하였고, pro-inflammatory cytokine인 TNF-α, 
IL-6와 IL-1β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으며, 염증관련 인자인 

iNOS와 COX-2의 mRNA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

나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에 CD와 CD-B를 처리하면, 
즉 소리쟁이와 법제처리한 소리쟁이를 처리한 경우, NO의 

생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염증관련 인자

인 TNF-α, IL-6와 IL-1β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iNOS와 COX-2 
mRNA 발현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리쟁이의 활성

성분들에 의하여 염증 억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며, 법제

처리에 의한 소리쟁이는 유용한 물질 성분이 증가되어 일반 

소리쟁이보다 더욱 활성화된 항염증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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