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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renovation is a method for converting materials

using the enzyme properties of microorganisms. Natural products

converted by that method increase physiological activity or reduce

cytotoxic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crypsinus hastatus prothallium (CH) and biorenovated

CH prothallium (CHB) using RAW 264.7 cells stimulated with

lipopolysaccharide (LPS). CHB inhibited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prostaglandin E2 and cytokines (interleukin-6, interleukin-

1β, tumor necrosis factor-α) compared to CH at a concentration of

50-200 μg/mL. In addition, CHB concentration of 200 µg/mL

inhibited the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and

cyclooxygenase-2 protein by LPS stimulation to the level of the

untreated control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B could be

a novel anti-inflammatory agent for cosmetic and pharmaceutical

ingredients.It also suggests that the application of biorenovation

has potential usefulness in developing anti-inflammatory materials.

It also suggests that the application of bio-renovation has potential

usefulness in the development of inflammatory material. We

applied Biorenovation technology to Distylium racemosum extract

(DR) to generate Distylium racemosum biorenovation product

(DRB), and investigated the anti-inflammatory properties of DRB

in lipopolysaccharide (LPS)-treated RAW264.7 macrophages. We

are applying technology to Biorenovation Distylium racemosum

extract (DR) Distylium racemosum was to create a biorenovation

product (DRB), lipopolysaccharide (LPS) investigated the anti-

inflammatory properties of DRB in RAW264.7 macrophages

treated for.

Keywords Anti-inflammatory · Biorenovation · Crypsinus hastatus

(Thunb.) Copel ·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 RAW 264.7 cell

서 론

염증은 병원균에 의한 감염 및 외상 등의 유해한 자극에 대하

여 조직의 손상을 회복시키려는 체내 방어기전이다[1-3]. 그러

나 만성적이고 과도한 면역반응은 오히려 염증반응을 심화시켜

세포나 조직의 기능장애와 유전적 변이를 유도하며 아토피, 심

혈관 질환 및 암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6]. 이러한 염증반응은 대식세포의 활성 인자이자 내독소로 알

려진 lipopolysaccharide (LPS)가 toll-like receptor 4에 결합하

여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및 nuclear factor-kappa

B등의 신호전달 경로가 활성화되어 발생하며[7,8], 활성화된 대

식세포는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와 cyclooxygenase-

2의 발현을 유도하고 연쇄적으로 nitric oxide (NO)와 prostaglandin

E2 (PGE2)의 생성을 자극한다[9,10]. 또한, LPS 자극에 의해 과

생성된 NO 및 PGE2는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6 (IL-6), interleukin-1β (IL-1β) 등의 전 염증성

cytokine 및 혈관 생성을 유도하여 종양 생성을 유발한다고 보

고되었다[11-14]. 따라서 이러한 초기 염증성 분자들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항 염증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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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중에서도, 예로부터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되었기에 소

비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적고 합성 물질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

다는 이점이 보고된 식물 자원을 적용한 소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5-19].

고란초(Crypsinus hastatus (Thunb.) Copel.) 전엽체는 고란초

과에 속하는 양치식물로, 진해, 이뇨, 해독에 효과가 있어 예로

부터 민간에서는 뿌리를 제외한 식물체 전체를 약재로 사용하

였으며, coumarin, naringin, β-sitosterol 과 같은 유효성분을 함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 또한, 기후변화나 오염에

민감한 환경 지표 식물로서 학술 및 자원 가치가 있는 식물군

으로도 보고되었으나, 양치식물의 약리 활성 가치가 종자 식물

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21,22]. 따라서, 현재 이처럼 활용 가치가 낮은 식물

자원을 대상으로 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재활용 하기 위한

친환경적 전환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biorenovation은 균주가 가지고 있는 효소적 기능을 이용하여 다

양한 전구 물질을 생성하는 전환 기법으로, 이소플라본인

genistein으로부터 genistein 7-O-phosphonate, genistein 4'-β-d-

glucopyranoside, genistin 7-O-β-(6''-O-succinyl)-d-glucoside, 4'-

O-isopropyl genistin와 같은 다양한 유도체의 합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3]. 화합물의 작용기는 여러 생리활성과 밀

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작용기를 가진 유도체의 합성

은 기존 화합물의 활성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리활성 발굴하

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biorenovation을

통한 천연물 내 분자의 변형은 기존 화합물의 활성 변화를 유

도하여 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

으며, 우리의 이전 연구에서 biorenovation은 다양한 천연물에

적용되어 개선 된 항염증, 미백 및 항 주름 활성을 입증한 바

있다[24-26].

이에, 본 연구에서는 biorenovation 기법을 고란초 전엽체 추

출물에 적용하여 자원의 가치를 증진 시키고자 하였으며, LPS

로 유도된 RAW 264.7 항염증 모델에서 NO, PGE2 및 전 염

증성 cytokine을 포함한 염증인자의 발현을 조사함으로써 항 염

증 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고란초 추출물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고란초 (Crypsinus hastatus (Thunb.) Copel)

전엽체는 (재)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제공받았다. 건조된 고란초

전엽체 파우더 10 g에 70% Ethanol 1 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2회 반복 추출하였으며, 추출액은 paper filter

(Toyo Roshi Kaish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여과하였다. 이

후, 여과된 추출물은 감압 농축한 뒤, −110 oC에서 동결 건조하

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미생물 배양 및 biorenovation 반응

Biorenovation 생물 전환 기법에 사용한 균주인 Bacillus sp.

JD3-7 (KACC 92346P)은 미생물센터로부터 분양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균주의 증식을 위해 nutrient broth (Peptone 5.0 g/

L, Beef extract 3.0 g/L)를 이용하여 30 oC, 200 rpm 조건하에

18시간 배양하였으며, 배양 종료 후, 배양액을 4,000 rpm에서 15

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pellet을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pellet은

PG buffer (50 mM Phosphate buffer, 2% Glycerin)를 이용하

여 2회 세척하였다. 세척 후, pellet을 PG buffer 100 mL에 재

현탁하여 대조군(JD3-7)으로 사용하였으며, 동일 현탁액에 주정

추출한 고란초 시료(CH)를 첨가 한 뒤, 30 oC, 200 rpm 조건

하에 72시간 동안 반응하여 생물 전환 된 CH 추출물(CHB)를

제조하였다, 반응 종료 후, 반응액은 4000 rpm에서 원심 분리하

여 pellet을 제거하였으며, 회수한 상등액은 −110 oC에서 동결

건조하여 시료화 하였다.

Biorenovation 전환물의 HPLC 분석

CH와 CHB 및 JD3-7의 peak 분석을 위해 Shimadzu Spectro-

Monitor 3200 digital UV/Vis detector와 Shim-pack GIS C18

column (5 μm ODS, 250×4.6 mm id) 사용하였으며, 이동상 용

매로 0.1% Trifluoroacetic acid (TFA, SAMCHUN, Pyeongtaek,

Korea)를 첨가한 water (Solvent A)와 acetonitrile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Solvent B)을 사용하였다. 추출

물의 분석은 gradient 조건하에 30분간 수행되었으며, 용매의 구

배는 solvent B를 10%에서 100%가 되도록 설정 하였다. 또한

유속 1.0 mL/min, column의 온도를 40 oC로 하여 254 nm 파장

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험 재료 및 세포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RAW 264.7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

양 받았다. 세포 배양을 위해서 10% fetal bovine serum

(FBS, Welgene, Gyeongsan, Korea), 100 µg/mL sterptomycin

과 100 µg/mL penicillin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Welgene)를 사용하여 37 oC, 5%

CO2 incubator에서 2일을 주기로 계대 배양 하였으며, 세포 자

극에 사용한 LPS는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CH와 CHB 및 대조군인 JD3-7의 RAW 264.7 세포에 대한 독

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4-well plate에 세포를 8.0×104 cells/

well로 분주하여 37 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 한 뒤, LPS (1 μg/mL)와 각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24

시간 반응하였다. 그 후 각 well에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Aldrich) 시약

을 첨가하여 37 oC, 5% CO2 incubator에서 3시간 동안

incubation 하여 formazan blue를 형성 하였다. 이후 상등액을

제거한 각 well에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Aldrich)

를 첨가하여 formazan blue를 용해시킨 후, 96-well plate로 옮

겨 담아 microplate reader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 을 사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O 생성 억제 활성 측정

CH와 CHB 및 대조군인 JD3-7의 NO 저해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RAW 264.7 세포를 24-well plate에 8.0×104 cells/well

로 분주한 뒤, CO2 incubator (37 oC, 5% CO2)에서 24시간 동

안 배양하였다. 이후 LPS (1 μg/mL)와 각 시료(50, 100, 200

μg/mL)를 동시 처리하였으며, 24시간 반응 후 96-well plat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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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액 100 µL와 Griess 시약 [1% (w/v) sulfanilamide, 0.1%

(w/v) naphylethylenediamine in 2.5% (v/v) phosphoric acid]

을 동량 혼합하여 10분 동안 암 반응 시킨 다음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rostaglandin E2 (PGE2) 생성 억제 활성 측정

RAW 264.7 세포에서 CH와 CHB의 Prostaglandin E2 생성 억

제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24-well plate에 8.0×104 cells/well

로 분주하여 CO2 incubator (37 oC, 5% CO2)에서 24시간 동안

전 배양 한 뒤. LPS (1 μg/mL)와 시료를 농도별로 동시 처리

하여 24시간 반응하였다. 이후 배양 배지를 회수하여 10,000

rpm에서 3분 동안 원심 분리 침전물을 제거하였으며, 상등액에

존재하는 PGE2의 생성량은 Mouse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 (R&D Systems Inc.,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하여 PGE2 를 측정하였다.

전 염증성 cytokine (TNF-α, IL-6, IL-1β) 생성 억제 활성 측정

RAW 264.7 세포를 24-well plate에 8.0×104 cells/well로 분주

하여 CO2 incubator (37 oC, 5% CO2)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뒤, LPS (1 μg/mL)와 시료를 농도별로 동시 처리하여 CO2

incubator (37 oC, 5% CO2)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세포 배양액을 10,000 rpm에서 3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침

전물을 제거한 상등액을 취한 뒤, Mouse TNF-α ELISA Kit

(Invitrogen, California, USA), Mouse IL-6 ELISA Kit (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 Mouse IL-1β ELISA Kit

(R&D Systems Inc.)를 이용하여 전 염증성 cytokine (IL-6,

IL-1β, TNF-α)의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RAW 264.7 세포를 6-well plate에 4×105 cells/well로 분주하여

37 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LPS

(1 μg/mL)와 시료를 동시 처리하여 24시간 반응하였다. 배양액

을 제거하고 phosphate buffered saline (Biosesang, Seongnam,

Korea)로 2회 세척한 후,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buffer

(RIPA buffer, Biosesang)를 처리하여 단백질을 lysis하였다. 추

출한 단백질을 12,000 rpm에서 30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상등

액을 분리하고 분리된 상등액의 단백질은 BCA kit (Bio-Rad,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정량 하였다. 이후

정량 된 단백질 20 µg을 10% polyacrylamide gel에 loading해

전기영동하고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Milipore,

Burlington, MA, USA)에 전이 시킨 뒤, 1X TBST (Tris-

buffered saline, 0.1% Tween 20)로 녹인 5% skim milk에

membrane을 넣어 상온에서 2시간 동안 blocking 하였다. 이후

TBST를 사용해 10분 간격으로 3회 세척하였다. 1차 항체 반응

은 (iNOS antibody (1:1,000, Bio-Rad), COX-2 antibody

(1:1,000, Rockland Immunochemicals, Inc., Pottstown, PA,

USA), β-actin antibody clone AC-74 (1:10,000, Sigma-

Aldrich)를 이용하여 4 oC에서 18시간 동안 반응시켰으며, 이후

TBST를 사용하여 10분 간격으로 3회 세척하고, 1:10,000으로

희석한 2차 항체(Jackson ImmunoResearch, West Grove, PA,

USA)와 상온에서 90분 동안 반응시킨 후 TBST를 사용하여 10

분 간격으로 3회 세척하였다. 이후 membrane을 ECL kit (Bio-

Rad)를 사용하여 imaging densitometer (model GS-700, Bio-

Rad)을 통해 현상하였으며. Image J program (NIH, Bethesda,

MD, USA)을 이용하여 β-actin 대비 iNOS와 COX-2 단백질

발현량의 면적을 수치화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결과 값은 평균값 ± 표

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처리군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시행한 후, p <0.05

수준에서 student’s t-test로 통계처리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Biorenovation 전환물의 HPLC 분석

고란초 전엽체 추출물 (CH), 생물 전환 된 고란초 전엽체 추출

물 (CHB)과 생물 전환에 이용한 미생물 Bacillus sp. JD3-7

(JD3-7)를 대조군으로 하여 HPLC 분석을 진행한 결과, CH와

JD3-7에서 존재하지 않던 신규 peak가 CHB에서 관찰되었다

(Fig. 1). 이는 biorenovation 생물 전환 과정에서 고란초에 존재

하던 다양한 성분들이 미생물의 효소 작용으로 인해 전환되어

나타난 peak일 가능성을 시사하며, koirala 등의 [27]의 연구에

의하면 biorenovation은 naringenin로부터 naringenin 7-O-phosphate,

naringenin 7-O-glucoside 및 6''-O-succinylpruin와 같은 구조적

변형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고란초 전엽체 내

존재하는 다양한 성분 또한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유도되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포 생존율 비교 측정

본 실험에서는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에 대한 CH,

CHB 그리고 대조군인 JD3-7의 세포 생존율을 조사하고자 MTT

assay를 이용하였다. CH, CHB 및 JD3-7 추출물을 50, 100,

200 µg/mL 농도로 처리한 결과, 모든 처리군에서 9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다(Fig. 2). 따라서 추후 진행 될 항 염

증 활성 실험은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200 µg/mL을 최대

농도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Fig. 1 HPLC analysis of Crypsinus hastatus extract (CH), biorenovated

Crypsinus hastatus extract (CHB) and Bacillus sp. JD3-7 (JD3-7). The

chromatogram showed CH, CHB, and J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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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생성 억제 활성 비교

인체에서 염증이 유도되면 다양한 염증성 매개 물질이 발현되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iNOS로부터 합성되는 NO는 대표적

인 염증인자로써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8]. 이에 본 연구에서는 RAW 264.7 세포의 염증 반응에서

CH, CHB 및 JD3-7가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LPS (1 µg/mL)와 시료 (50, 100, 200 µg/mL)를 동시 처

리하였다. 그 결과, CHB를 처리 한 RAW 264.7 세포에서

LPS로 인해 증가한 NO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장

고 농도인 200 µg/mL에서 CHB는 NO 생성을 68.5% 억제 하

여, LPS 무 처리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NO의 생성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조군인 JD3-7이 유효한 NO 억제 활성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CHB의 NO억제 활성은 반응 미생물과는

무관한 고유의 효능인 것으로 사료된다(Fig. 3). 이러한 결과는

biorenovation을 통한 분자의 구조 변형이 기존 추출물의 활성

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다양한 염증 인자

의 발현에 대한 CHB의 억제 활성을 확인하여 항 염증 효능을

규명하고자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PGE2 생성 억제 활성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에서 CH 및 CHB의 PGE2 생

성 억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LPS (1 µg/mL)와 각 시료를

50, 100, 200 µg/mL 농도로 처리하여 PGE2의 생성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 CHB는 PGE2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

으며, 가장 고 농도인 200 µg/mL에서 PGE2의 생성을 56.2%

억제하여 CH보다 높은 PGE2 억제 활성을 나타냈다(Fig. 4). 이

러한 결과는 biorenovation의 적용이 PGE2 억제 활성을 향상시

킴으로써 항염증 활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 염증성 cytokines (TNF-α, IL-6, IL-1β) 생성 억제

Interleukin 및 TNF-α와 같은 전 염증성 cytokines은 면역계에서

염증을 촉진하고 염증 반응의 상향 조절에 관여함으로써 세포

노화 및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9]. 이에 본 실험

에서는 LPS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전 염증성 cytokine

인 TNF-α, IL-1β, IL-6의 발현을 확인하여 CH와 CHB가 염증

관여 인자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CHB는 LPS로 인하여 증가한 IL-6와 IL-1β 생성을 유의하게

억제 하였으며, TNF-α의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Fig. 5). 또한, 가장 고 농도인 200 µg/mL에서

CHB는 IL-6와 IL-1β를 각각 83, 65.7% 억제하여 CH와 비교

하여 증가된 활성을 보였으며, 특히 IL-1β의 경우 가장 고 농

도인 200 µg/mL에서 LPS 무 처리군과 유사한 수준의 억제 활

성이 확인되었다.

iNOS 및 COX-2 발현 억제

대식세포에서 LPS와 같은 염증 유발 자극은 염증 반응을 매개

하는 전사 인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염증 매개 인자를 생

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iNOS와 COX-2는 NO,

Fig. 2 Cell viability of CH, CHB, and JD3-7 in the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stimulated with LPS (1 µg/mL) in the

presence of CH, CHB and JD3-7 (50, 100, 200 µg/mL). Result is

expressed as percentages compared to the respective values obtained for

the control

Fig. 3 Nitric oxide production inhibitory effect of CH, CHB, and JD3-7

in the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on the RAW 264.7 cells stimulated with LPS (1 µg/mL) in the presence

of CH, CHB and JD3-7 (50, 100, 200 µg/mL).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with three separate experiments. The mean of each sample

group was compared to the mean of an LPS-treated group, *p <0.05;

**p <0.01; ***p <0.001

Fig. 4 PGE2 production inhibitory effects of CH and CHB extract in the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The production of PGE2 in the RAW

264.7 cells stimulated with LPS (1 µg/mL) in the presence of CH and

CHB (50, 100, 200 µg/mL).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with three

separate experiments. The mean of each sample group was compared to

the mean of an LPS-treated group,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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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E2 및 다양한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

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0-3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iNOS와 COX-2 단백질 발현을 조사하여 CH와 CHB의 항

염증 활성을 평가하고, iNOS 및 COX-2 와 NO, PGE2의 관계

성을 확인하고자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H를 처

리한 RAW264.7 세포에서 iNOS의 발현이 미약하게 감소하였

으며, COX-2의 경우 가장 고농도인 200 µg/mL에서 25.9%의

감소 수준이 확인되었다. 반면, CHB는 RAW264.7 세포에서

LPS 자극에 의하여 증가된 iNOS와 COX-2 단백질 발현을 모

든 농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가장 고농도인 200 µg/mL

에서 iNOS와 COX-2의 발현을 LPS 무 처리군과 유사한 수준

으로 억제 하였다(Fig. 6). 결론적으로, CHB는 CH와 비교하여

개선된 iNOS와 COX-2 발현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들

의 감소 경향과 NO 및 PGE2 감소 경향이 유사한 것으로 볼

때, CHB의 항염증 활성은 iNOS와 COX-2 발현 억제 기작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CHB는 이들을

표적으로하는 항 염증 소재로써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고란초 전엽체 추출물(CH)의 항염증 활성을 증

진하여 천연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산업적 활용성을 높이고

자 biorenova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CH와 생물 전환

된 추출물(CHB)의 항염증 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LPS로 유

Fig. 5 Pro-inflammatory cytokines production inhibitory effects of CH

and CHB extract in the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The production

of (A) IL-6, (B) IL-1β, and (C) TNF-α in the RAW 264.7 cells stimulated

with LPS (1 µg/mL) in the presence of CH and CHB (50, 100, 200 µg/

mL).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with three separate experiments.

The mean of each sample group was compared to the mean of an LPS-

treated group, *p <0.05; **p <0.01; ***p <0.001

Fig. 6 Inhibitory effects of CH and CHB on the protein level of iNOS

and COX-2 express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Inhibitory

effect of CH and CHB on the protein level of (A) iNOS, (B) COX-2 in

RAW 264.7 cells stimulated with LPS (1 µg/mL) in the presence of CH

and CHB (50, 100, 200 µg/mL). Expression of iNOS, COX-2 and β-acti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Data represent the means ± SD

with three separate experiments. The mean of each sample group was

compared to the mean of an LPS-treated group, *p <0.05; **p <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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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된 RAW 264.7 세포에서 세포 생존율 및 항 염증 효능을 조

사하였다. CH와 CHB의 항 염증 활성을 비교한 결과, CHB는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는 50, 100, 200 µg/mL 농도에서 기존

추출물과 비교하여 향상 된 NO, PGE2 및 cytokine 억제 효능

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러한 염증 인자의 생성을 매개하는 단

백질인 iNOS 및 COX-2 발현을 조사하고자 western blot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CHB는 200 µg/mL 농도에서 무 처리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iNOS 및 COX-2의 발현을 억제 하였으며,

NO, PGE2 와 마찬가지로 CH대비 개선된 억제 활성을 나타내

었다. 체내에서 iNOS 및 COX-2의 활성화는 염증 매개 물질의

생합성을 촉진하여 염증의 심화 및 조직의 손상을 야기하므로

[28,29], CHB의 iNOS 및 COX-2 단백질의 발현 억제 활성은

관련된 하위 인자인 NO, PGE2 및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합

성을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항 염증 활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CHB는 CH 보다 개선 된 항 염증 활성

을 나타내는데, 이는 biorenovation을 적용한 이전 연구에서

formononetin과 genistein으로부터 합성된 formononetin 7-O-

phosphate, 4'-O-isopropyl genistin가 각각 기존의 화합물 대비

개선 된 항 염증 및 항균 활성이 입증 된 바와 같이, CH 내

존재하는 여러 성분에서도 유사한 구조적 변형을 통해 CHB가

더 높은 항 염증 활성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23,33].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CHB가 염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추후 CHB가 항 염증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효성분의 분리, 동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 록

Biorenovation은 미생물의 효소적 기능을 이용하여 천연 추출물과

같은 소재를 생물전환하는 기법으로 생리활성이 증진되거나 세

포독성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천연

소재의 생리활성을 증진하고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biorenovation

기법을 적용하여 고란초 전엽체 추출물(CH)을 생물전환하였고,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를 사용하여 항 염증 활성을 평

가하였다. 세포 사멸을 보이지 않는 50-200 μg/mL 농도에서 CH

와 생물 전환 추출물(CHB)의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2 (COX-2)의 발현량 및 전 염증성 사이

토카인의 생성량을 조사한 결과, CHB는 CH보다 산화질소,

prostaglandin E2 및 사이토카인(interleukin-6, interleukin-1β,

tumor necrosis factor-α)의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특히 CHB는

200 µg/mL 농도에서 LPS 자극에 의한 iNOS 및 COX-2 단백질

의 발현을 무 처리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biorenovation 생물 전환을 통해서 기존 식물 추출물의 항

염증 활성이 증진될 가능성을 나타내며, CHB가 효과적인 항 염

증 소재로서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Keywords 고란초 · 바이오리노베이션 · 항염증 ·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 RAW 264.7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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