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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verification of the anti-oxidative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Odukhwan(ODH) and Sasinhwan(SSH) in mouse macrophage, RAW264.7 cells.

Methods : To investigate the anti-oxidative effect and scavenging activities of DPPH radical, 

superoxide anions, nitric oxide and peroxynitrite were measured. Cytotoxic activity of extract of 

ODH and SSH on RAW264.7 cells was measured using MTS assay. To proof the reductive activity 

of intracellular oxidation, DCFH-DA assay was performed. The nitric oxide(NO) production was 

measured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and PGE2 were measured by ELISA kit. The levels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cyclooxygenase-2(COX-2) and nuclear NF-κB p65 

expression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

Results : After those analyses, we bring to a conclusion as follows. Both herbal for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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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venged DPPH radical and nitric oxide. But ODH had no scavenging activity of superoxide 

anions and SSH had low scavenging activity in peroxynitrite.

A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ODH and SSH inhibited the LPS-induced NO, PGE2 production 

and iNOS, COX-2 expression accompanied by an attenuation of IL-1β and IL-6 production in 

RAW264.7 cells. They also have suppression effects of LPS-induced NF-κB activation.

Conclusions : ODH and SSH have anti-oxidative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and they may 

be a part of database for development of new anti-oxidative and anti-inflammatory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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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오덕환(五德丸)은 景岳全書1)에 脾腎虛寒으로 

飱泄鶩溏한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처방은 乾薑, 補骨脂 各 4兩, 吳茱萸, 木

香, 五味子 各 2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臨床書로 가장 다용되는 서  의 하나인 方藥

合編2)에도 본 처방이 기록되어 있는데, 方藥合

編에서는 主治症을 ‘治脾腎虛寒 飱泄’ 이라고 하

여 景岳全書와 동일하게 언 하고 있으며, 처방

의 사용 용량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方藥合編에서는 유사처방으로 사신환(四神丸)

이라는 처방을 언 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萬病

回春에 수재되었다가 東醫寶鑑에 언 된 이후, 

다시 方藥合編에 기록된 처방이다. 사신환은 方
藥合編에 主治症이 ‘治脾腎虛 泄痢及晨泄’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오덕환과 大同 異한 主治症을 가

지고 있다. 사신환의 경우 補骨脂 4兩, 肉豆蔲, 五

味子 各 2兩, 吳茱萸 1兩으로 구성되어 처방 구성 

약물  補骨脂, 吳茱萸, 五味子가 복되게 포함

되어 있다.

두 처방의 구성 한약재들은 분자-세포생물학

으로 각종 실험이 진행되어 보고된 바 있는데, 두 

처방에 공통 으로 포함되어 있는 고지(보골지, 

Psoralea corylifolia Linné)의 경우 항산화 작용에 

한 보고가 다수 존재하여 고환염 으로 인한 허

/재 류 손상을 방지한다는 보고3)가 있었으며, 

항산화 효과에 기인하는 radiomodulatory effect에 

한 보고도 있었다4). 한 항암효과에 한 보고

도 있었는데, 립선암5), 유방암6) 등에 한 효과

가 보고된 바 있으며, 미세아교세포(microglia cell)

를 상으로 한 항염증효과7), 항균효과8,9), 골형성 

효과10,11), 항우울 효과12,13) 등 다양한 효과가 보고

된 바 있다.

오수유(Evodia officinalis DODE.)의 경우에도 

신경보호효과14), 항암효과15), 항산화효과16) 등의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

한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 Baillon)는 항

산화효과17), 당뇨병성 신증에서의 세포보호효과18), 

항암효과19), 항불안효과20) 등 다양한 측면의 효과

가 검증되어 있는 한약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

약재들이 주요 약물로 구성된 方劑의 효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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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과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개별 구성 한약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연구되어 있는 것과는 조 으로 오덕환과 사신

환에 한 연구는 진행이 미진한 상황이다. 오덕

산에 한 연구보고는 항균활성에 한 연구
21)
가 

진행된 이 있으며, 사신환의 경우에도 항균활성

에 한 연구에서 오덕환과 비교하여 연구한 데이

터가 있었고
21)
, 장염에 한 효과에 한 연구

22)

가 진행된 이 있다. 따라서 본 처방에 한 추

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두 처방은 처방 구성과 그 응증이 서로 

유사하여 임상에서 사용시에 구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설사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

하여 발병할 수 있으나 콜 라 등의 병원성 생물

체가 그 원인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처방을 사용하는 것이 치료

에 더욱 유효하다고 사료되며, 오덕환과 사신환의 

항염증 효과를 규명하여 이  항염증 효과가 뛰

어난 처방을 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에 언 하 듯이 오덕환과 사신환을 구성하

는 한약재  항산화 효과가 규명된 한약재 들이 

있으며, 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물질이 뛰어

난 항염증 효과를 동반하고 있다고 보고된 경우도 

많다
23)
. 그러므로 항산화 효과를 규명하는 것 

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오덕환과 사신환의 항산화와 항염

증 효과를 규명하 는데, 각 처방을 메탄올로 추출

한 후 그 추출물로 in vitro 상에서 항산화 효과 실

험을 실시하 고, 마우스의 식세포인 RAW264.7 

세포를 이용하여 항염증 효과를 조사하 다. 이러

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실험재료  방법

1. 재  료

1) 한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한약재는 (주) 휴먼허 (경

북, 경산)에서 구입한 한약재를 동국 학교 한의

과 학 방제학 교실에서 정선하여 사용하 다. 오

덕환(ODH)과 사신환(SSH)의 구성 한약재와 용

량은 Table 1A, 1B와 같이 배합하 다. 오덕환 

280g과 사신환 360g에 각각 100% 메탄올 2000 ㎖

를 가한 다음,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추출하 으

며, 이를 3번 반복하 다. 상술한 과정으로 수득한 

메탄올을 wattman paper로 여과한 후, 농축하고 이

를 다시 동결 건조하여 오덕환 43.62g(수득율 15.58%), 

사신환 62.17g(수득율 17.27%)의 메탄올 추출물을 

얻었다. 이후 각종 실험을 해서 분말화된 추출

물을 dimethyl sulfoxide(DMSO)에 용해하여 사용

하 다.

학  명 배합량 (g)

고지 Psoralea corylifolia Linné 80

건  강 Zingiber officinale Roscoe 80

오수유 Evodia officinalis DODE. 40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Baillon 40

목  향 Aucklandia lappa DECNE. 40

총  량 280

Table 1A. Composition and contents of ODH

학  명 배합량 (g)

고지 Psoralea corylifolia Linné 160

육두구 Myristica fragrans Houttuyn 80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Baillon 80

오수유 Evodia officinalis DODE. 40

총  량 360

Table 1B. Composition and contents of SSH

2) 시  약

실험에 사용된 시약  sodium dodesyl sulfate 

(SDS), acrylamide, bis는 Bio-Rad사(Hercules, USA)

에서 구입하 고,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EDTA, hypoxanthine, nitro blue tetrazolium(N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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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thine oxidase, sodium nitroprusside(SNP), 

lipopolysaccharide(LPS), 4,5-diaminofluorecein(DAF-2), 

6-carboxy-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DCFH-DA), 

diethylene triamine pentaacetic acid(DTPA), CAPS, 

tween 20, protease inhibitors 등은 Sigma사(St. 

Louis, USA)에서 구입하 다. Dihydrorhodamine 

123(DHR 123)은 Molecular Probes사(Eugene, USA)

에서, peroxynitrite는 Cayman Chemical사(Ann Arbor, 

USA)에서 구입하 다. Dulbecco's Modifide Eagle 

Medium(DMEM), fetal bovine serum(FBS), penicillin 

-streptomycin 등의 세포배양용 시약들은 Gibco BRL

사(Grand Island, USA)에서 구입하 다. 실험에 사

용된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antibody

와 anti-rabbit IgG horseradish peroxidase(HRP) 

-conjugated antibody와 anti-mouse IgG HRP 

conjugated antibody는 Santa Cruz Biotechnology

사(Santa Cruz, USA)에서, cyclooxygenase(COX)-2, 

nuclear factor kappa B(NF-κB), Poly ADP ribose 

polymerase(PARP), β-actin antibody는 Cell Signaling 

Technology사(Beverly, USA)에서 구입하 다.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MTS) kit와 

Griess Reagent System은 Promega사(Madison, USA)

에서 구입하 고, 각종 cytokine 측정을 한 ELISA 

kit와 Nuclear and cytoplasmic protein extraction 

reagents는 Pierce Biotechnology사(Rockford, USA)

에서 구입하 으며, prostaglandin (PG)E2 assay 

kit는 R&D사(Minneapolis, USA)에서 구입하 으

며, Protein assay reagent는 Bio-Rad사(Hercules, 

USA)에서 구입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

은 분석용 등  이상으로 사용하 다.

2. 방  법

1)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정

 (1)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radical에 한 소거활성은 Gyamfi 등의 

방법24)에 따라 측정하 다. 먼  시료 50 ㎕에 0.1 

mM DPPH 용액 1 ㎖과 50 mM Tris-Hcl buffer 

(pH 7.4) 450 ㎕를 가하여 잘 혼합하 다. 혼합물

을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microplate 

reader(VersaMax, Molecular Devices, USA)를 이

용하여 장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DPPH radical의 소거활성은 50%의 소거능을 보

이는 농도 (IC50)로 표시하 다.

 (2) Superoxide anions 소거활성 측정

Superoxide anions 소거활성은 Gotoh와 Niki의 

방법
25)
을 일부 수정하여 실험하 다. 먼  시료 30 

㎕에 30 mM EDTA(pH 7.4) 100 ㎕, 30 mM 

hypoxanthine 10 ㎕, 1.42 mM NBT 200 ㎕를 가

한 다음 실온에서 3분 반응시킨 후에, 0.5 U/㎖ 

xanthine oxidase l00 ㎕를 첨가하고 50 mM 

phosphate buffer(pH 7.4)로 총 용량을 3 ㎖로 맞

췄다. 반응용액을 실온에서 20분간 배양시킨 후, 

560 nm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하 고, 결과는 

superoxide radical에 의한 NBT reduction의 IC50 

값으로 환산하여 표시하 다. 

 (3) Nitric oxide 소거활성 측정

Nitric oxide(NO)의 소거활성은 Sutherland 등

의 방법
26)
에 의하여 측정하 다. 먼  1 mg의 

DAF-2를 0.55 ㎖의 DMSO에 용해시키고, 이를 

다시 50 mM phosphate buffer를 사용하여 400배 

(v/v)로 희석해서 DAF-2 용액을 비해 놓았다. 

시료 10 ㎕를 50 mM phosphate buffer(pH 7.4) 

130 ㎕와 혼합한 다음, 40 mM SNP 10 ㎕  

DAF-2 용액 50 ㎕를 첨가하 다. 반응용액을 실

온에서 10분간 배양한 다음, DAF-2와 NO의 반응

에 의해 생성되는 triazolofluorescein의 형 강도를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SPECTRA MAX 

GEMINI EM, Molecular Devices Corp., USA)를 

사용하여, excitation 장 495 nm  emission 

장 515 nm에서 측정하 다. 

 (4) Peroxynitrite 소거활성 측정

Peroxynitrite 소거활성은 Kooy 등의 방법
27)
에 

의하여 측정하 다. 시료 10 ㎕를 4 ㎕의 5 mM 

DTPA와 0.2 ㎕의 5 mM DHR 123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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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rhodamine buffer(50 mM sodium phosphate 

dibasic, 50 mM sodium phosphate monobasic, 90 

mM sodium chloride and 5 mM potassium chloride)

와 혼합하 다. 반응은 10 μM peroxynitrite를 10 

㎕ 넣으면서 시작되는데, 실온에서 10분간 배양한 

다음, DHR 123과 peroxynitrite의 반응에 의해 생

성되는 형 강도를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

를 사용하여 excitation 장 480 nm  emission 

장 530 nm에서 측정하 다. 

2) 세포배양 

마우스의 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는 한

국세포주은행(KCLB)에서 분양 받았으며, 세포배

양을 해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

을 포함하는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배지를 사용하 다. 세포는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 다.

3) MTS assay 

한약재의 메탄올 추출물의 세포에 한 독성 측

정은 5-(3-caroboxymeth-oxyphenyl)-2H-tetra-zolium 

inner salt(MTS) assay 방법
28)
으로 분석하 다. 이

는 mitochondrial dehydrogenases에 의하여 MTS가 

formazan으로 환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96 

well plate에 1×10
4
 cells/well의 RAW264.7 세포를 

분주하고 한약재를 농도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하

다. Well당 20 ㎕의 MTS solution을 첨가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DYNEX, Opsys MR, USA)

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

여 조군에 한 세포생존율을 백분율로 표시하

다. 농도별 한약재가 갖는 흡 도는 세포를 뺀 

배지를 같이 배양하여 조군과 실험군의 흡 도

를 비교해서 보정하 다. 

4) DCFH-DA assay

오덕환과 사신환의 메탄올 추출물이 LPS에 의

한 RAW 264.7 세포의 산화  손상을 보호하는 효

과를 측정하기 하여 2', 7'-dichlorofluorescin-diacetate 

(DCFH-DA) assay를 실시하 다
29,30)

. 먼  세포

를 96 well plate에 1×10
4
 cells/well로 분주하고, 한

약재를 농도별로 1시간 처리한 후 1 ㎍/㎖의 

LPS를 처리하여 37℃, 5% CO2의 조건에서 18시

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한 다음, 10 μM 

DCFH-DA를 처리하여 45분간 배양하 다.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로 2회 세척하고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excitation 장 485 

nm와 emission 장 535 nm에서 형 강도를 측정

하 다.

5) NO 생성량 측정

NO의 농도는 배양액 내의 nitrite 농도를 Griess 

Reagent System
31)
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RAW264.7 

세포에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고 1시간 후 1 

㎍/㎖의 LPS를 처리하여 18시간 배양하 다. 배양

액 50 ㎕와 같은 양의 Griess Reagent를 넣어주고 

10분간 상온에서 반응 시킨 후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Sodium nitrite

의 농도별 표 곡선을 이용하여 배양액 내의 NO 

농도를 계산하 다.

6) PGE2 생성량 측정

세포 배양액 내의 PGE2 양을 측정하기 해 

commercial competitive enzyme immunoassay kit

를 R&D systems(Minneapolis, USA)에서 구입하

여 실험하 다. 세포에 오덕환과 사신환의 메탄올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고 1 ㎍/㎖의 LPS를 

처리하 다. 18 시간 후 세포 배양액을 얻어 PGE2 

측정에 사용하 다. 배양액을 goat anti-mouse로 

coating된 96 well plate에 각각 100 ㎕씩 loading하고, 

여기에 primary antibody solution 50 ㎕와 PGE2 

conjugate 50 ㎕씩 첨가하여 4℃에서 overnight시

켰다. Washing buffer로 4회 세척하고 substrate 

solution을 200 ㎕씩 처리하여 5∼20분간 반응시킨 

후, 50 ㎕의 stop solution을 처리하여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7) Western blot analysis

기 동을 한 단백질 시료의 추출은 세포를 

PBS로 3회 세척한 후, lysis buffer(pH 7.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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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Tris-HCl, 150 mM NaCl, 2 mM EDTA, 1% 

NP-40, 1 mM sodium orthovanadata, 10 ㎍/㎖ 

aprotinin, 10 ㎍/㎖ leupeptin  1 mM PMSF)를 

넣어 4℃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12,000×g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모았다. Nuclear extract

의 경우는 nuclear extraction kit(Pierce Biotechnology

사 ; Rockford, USA)를 사용하여 얻었다. 이후,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로 

분리시킨 후,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에 

transfer하 다. 이 membrane을 항체의 비특이  

결합을 차단하기 하여 blocking buffer(5% non-fat 

milk와 0.1% Tween 20을 함유한 TBS 용액)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각 검증 단백질에 한 

항체를 가하여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어서 

0.1% Tween 20을 함유한 TBST 용액으로 40분간 

세척한 다음, secondary antibody로 반응시켰다. 

이어서 ECL system으로 반응 시킨 후 X-ray film

상에서 단백질을 확인하 다. 각 시료의 단백질 

정량은 Bradfor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59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실시하 다.

8) 세포 배양액 내의 cytokine 측정

세포 배양액 내의 interleukin(IL)-1β, IL-6, tumor 

necrosis factor(TNF)-α의 양을 측정하기 해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를 

수행하 다. 세포에 각 메탄올 추출물을 1시간동

안 처리한 후, 1 ㎍/㎖의 LPS를 처리하여 18 시

간 후 세포 배양액을 얻어 cytokine 측정에 이용하

다. 배양액을 한 농도로 희석한 후, cytokine

으로 coating된 96 well plate에 50 ㎕씩 첨가하여 

4℃에서 overnight시켰다. Washing buffer로 3회 세

척하고 100 ㎕의 biotinylated antibody reagent를 

각각의 well에 처리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

시킨 후 3회 세척한 다음, 100 ㎕의 streptavidine 

-HRP solution을 처리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다시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 다. 여

기에 di(2-ethylhexyl)-2,4,5-trimethoxy benzalmalonate 

(TMB) substrate를 100 ㎕씩 처리하여 5∼30분간 

반응시킨 후 100 ㎕의 stop solution을 처리하여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3.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means±SEM으로 나타내었으며, 통

계분석법은 GraphPad Prism 4.0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를 실시한 후,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Ⅲ. 실험결과

1. Free radical 소거활성

1)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의 자 공여능

을 평가하기 하여, DPPH radical에 한 소거

능을 측정하 다. 실험 결과, 오덕환과 사신환 추

출물 모두 DPPH radical을 효과 으로 소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덕환의 경우 63.96 ㎍/㎖, 

사신환은 11.81 ㎍/㎖의 농도에서 50%의 radical을 

소거하여 사신환의 소거능이 오덕환에 비하여 뛰

어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1A,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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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avenging activities of ODH and SSH methanol extracts on DPPH radicals.

(A) Scavenging activity of ODH on DPPH radicals. (B) Scavenging activity of SSH on DPPH radical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 P < 0.001, ** : P < 0.01.

2) Superoxide anions 소거활성 측정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이 superoxide 

anion을 소거하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기 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오덕환은 superoxide anion을 

소거하는 능력이 없었으나(Fig. 2A), 사신환은 

superoxide anion을 효과 으로 소거하 으며, IC50 

값은 18.46 ㎍/㎖으로 측정되었다.

     

Fig. 2. Scavenging activities of ODH and SSH methanol extracts on superoxide anions.

(A) Scavenging activity of ODH on superoxide anions. This data show that ODH has no scavenging activity on 
superoxide anions and IC50 value is incalculable. (B) Scavenging activity of SSH on superoxide anion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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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itric oxide 소거활성 측정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의 NO에 한 

소거효과를 in vitro 상에서 찰하기 하여 SNP

로 유도한 DAF-2의 형 강도를 측정한 결과, 오

덕환과 사신환 모두에서 농도 의존 으로 NO의 

소거가 발생함을 찰할 수 있었으며, IC50 값의 

경우 오덕환이 9.13 ㎍/㎖, 사신환이 2.90 ㎍/㎖으

로 사신환의 효과가 더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Fig. 3A, 3B). 

Fig. 3. Scavenging activities of ODH and SSH methanol extracts on nitric oxide.

(A) Scavenging activity of ODH on nitric oxide. (B) Scavenging activity of SSH.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 P < 0.001, * : P < 0.05.

4) Peroxynitrite 소거활성 측정

Peroxynitrite는 활성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 RNS) 의 하나로서 산화  스트 스의 

강한 유도체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 소거능을 

측정하기 하여 in vitro 상에서 peroxynitrite를 

직  처리한 후 DHR 123을 이용하여 형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오덕환의 

경우 peroxynitrite를 효과 으로 소거하 으며 47.9 

㎍/㎖의 농도에서 50%를 소거하는 것으로 측정되

었다(Fig. 4A). 반면 사신환은 오덕환의 IC50 값과 

비슷한 50 ㎍/㎖의 농도에서 조군에 비하여 28.46%

의 감소만을 나타내어 약간의 소거능은 있다고 평

가할 수 있으나 농도의존 인 소거능은 없음이 

명되었다(Fig.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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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avenging activities of ODH and SSH methanol extracts on peroxynitrite.

(A) Scavenging activity of ODH on peroxynitrite. (B) Scavenging activity of SSH.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 P < 0.001.

2. RAW264.7 세포에 한 독성

마우스 식세포인 RAW264.7에 한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MTS assay를 수행하 다. 오덕환의 메탄올 

추출물을 농도별(0, 10, 30, 50, 100, 200 ㎍/㎖)로 

18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30 ㎍/㎖의 농도에서 

96.2%의 생존율을 나타내었고, 50 ㎍/㎖의 농도에

서 63.1%의 생존율을 보임으로써 세포의 독성이 

찰되었다(Fig. 5A). 사신환의 메탄올 추출물을 

농도별(10, 30, 50, 100, 200, 300, 500 ㎍/㎖)로 18

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100 ㎍/㎖의 농도에서 89.7%

의 생존율을 보 고 그 이상의 농도에서 80% 이

하의 생존율을 나타내었다(Fig. 5B). 이 결과를 근

거로 향후 실험을 해 세포 생존율에 향을 주

지 않는 농도를 선택하 다. 오덕환은 30 ㎍/㎖, 

사신환은 100 ㎍/㎖의 농도를 최고 농도로 설정하

여 다음 실험을 진행하 다.

    

Fig. 5. Effect of ODH and SSH on the cell viabilities of RAW264.7 cells.

RAW264.7 cells were treated with methanol extracts of ODH or SSH for 18 hr.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S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were chosen from three independent triplicate experiments.

3. 오덕환과 사신환의 RAW264.7 세포의 산화

 손상에 한 보호효과 측정

오덕환과 사신환이 RAW264.7 세포에 LPS를 

처리하 을 때 발생하는 intracellular ROS가 유발

하는 산화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

토하기 하여 DCFH-DA assay를 실시하 다. 

앞서 실시한 cell viability의 측정결과에 따라서 오

덕환은 10, 30 ㎍/㎖, 사신환은 30, 5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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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를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LPS 1 ㎍/㎖

을 처리하 을 때, fig. 6에서 볼 수 있는 바 로 

LPS는 산화  손상을 효과 으로 유발하 다. 

한 오덕환과 사신환은 LPS가 유발한 intracellular 

ROS를 농도의존 으로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6. Inhibitory effect of ODH and SSH extracts on intracellular oxidation in RAW264.7 induced by LPS.

RAW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extracts for 18 hr. 1 ㎍/㎖ of LPS were treated to induce intracellular 
oxidation. The increase of DCFH fluorescence was calculated to increasing fold of control.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LPS alone (*). ###, *** : P < 0.001.

4. 오덕환과 사신환이 RAW 264.7 세포에서 

NO와 PGE2의 생성량에 미치는 향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이 LPS에 의해 

생성되는 NO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Griess reagent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NO

의 생성량이 각각의 추출물에서 농도 의존 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오덕환 

메탄올 추출물 10, 30 ㎍/㎖의 농도에서 47.6%, 

74.6%의 생성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사신환 메탄

올 추출물의 경우에는 30, 50, 100 ㎍/㎖의 농도에

서 각각 15.3%, 26.4%, 54.6%의 생성 억제 효과를 

보 다. 

 LPS에 의해 유도되는 PGE2의 생성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한 결과,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오덕환 메탄올 추출물 10, 30 ㎍/㎖의 농도에서 

65.7%, 88.3%의 생성 억제 효과를 보 고,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은 100 ㎍/㎖의 농도에서 23.8%의 억

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은 NO와 PGE2를 

효과 으로 억제한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Fig. 7. Effect of methanol extracts of ODH and SSH on LPS-induced NO production.

RAW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DH and SSH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 ㎍/㎖ 
of LPS for 18 hr. The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Griess Reagent System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LPS alone (*). ###,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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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methanol extracts of ODH and SSH on LPS-induced PGE2 production.

RAW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DH and SSH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 ㎍
/㎖ of LPS for 18 hr. The PGE2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kit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LPS alone (*). ** : P 〈 0.01; ###, *** 
: P < 0.001.

5. RAW264.7 세포에서 iNOS와 COX-2의 발

에 미치는 향

염증인자인 NO와 PGE2의 합성효소인 iNOS와 

COX-2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RAW264.7 

세포에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을 농도별

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1 ㎍/㎖ LPS를 18시

간 동안 처리하 다. 그 결과 LPS 처리에 의해 

증가된 iNOS와 COX-2의 발 이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에 의해 효과 으로 억제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Fig. 9).

Fig. 9. Inhibition of LPS-induced iNOS and COX-2 expression by methanol extracts of ODH and SSH.

RAW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DH and SSH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 ㎍/㎖ 
of LPS for 18 hr. The expression levels of iNOS and COX-2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β-actin was used as internal marker for loading variation.

6. LPS로 유도된 염증성 cytokine의 생성량에 

미치는 향

RAW264.7 세포에서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

출물이 LPS에 의해 유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세포에 각각

의 추출물을 농도별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1 

μg/㎖의 LPS를 18시간 동안 처리하여 LPS에 의

해 유도되는 IL-6, IL-1β, TNF-α의 생성량을 조

사하 다. TNF-α의 경우에는 오덕환과 사신환 메

탄올 추출물에 의해 생성량의 억제가 거의 찰되

지 않았다(data not shown). IL-6는 LPS에 의해 



76 김태훈, 조 진, 박선동

증가된 생성량이 오덕환 메탄올 추출물 30 ㎍/㎖

의 농도에서 64.2%의 억제효과가 나타났고, 사신

환 메탄올 추출물 100 ㎍/㎖의 농도에서 28.4%의 

억제효과가 찰되었다(Fig. 10A). IL-1β의 경우

에는 LPS에 의해 증가된 생성량이 오덕환 메탄올 

추출물 10, 30 ㎍/㎖의 농도에서 각각 40.6%, 88%

의 억제효과가 나타났고,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 

30, 50, 100 ㎍/㎖의 농도에서 각각 37.7%, 67%, 

91.2%의 억제효과가 찰되었다(Fig. 10B).

Fig. 10. Inhibition of LPS-induced IL-6 and IL-1β by methanol extracts of ODH and SSH.

RAW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DH and SSH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 ㎍/㎖ 
of LPS for 18 hr. The IL-6 and IL-1β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LPS alone (*). * : P < 0.05; ###, 
*** : P < 0.001.

7. RAW264.7 세포에서 NF-κB의 활성에 미치

는 향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이 염증반응에 

여하는 NF-κB pathway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았다. LPS 자극에 의해 세포질 내에서 IκBα가 

인산화되면 IκBα와 결합하고 있던 NF-κB의 subunit

인 p65가 자유로워져 핵 안으로 이동해 사인자

로서 작용하여 여러 염증성 사이토카인들과 염증

인자들의 발 을 유도하게 된다. RAW264.7 세포

에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을 농도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한 후, 1 ㎍/㎖의 LPS를 1시간 동

안 처리하여 NF-κB p65의 핵으로의 translocation

에 미치는 향을 nuclear extract를 이용하여 

찰한 결과, LPS 단독 처리에 의해 유도되었던 

NF-κB p65의 핵으로의 이동이 각각의 추출물에 

의해 농도 의존 으로 한 해효과가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1). 이로써 오덕환과 사

신환 메탄올 추출물에 의해 NF-κB의 활성이 효

과 으로 조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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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methanol extracts of ODH and SSH on LPS-induced nuclear translocation of NF-κB p65.

RAW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DH or SSH for 18 hr and then treated with 1 ㎍
/㎖ of LPS for 1 hr. The expression level of NF-κB p65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using nuclear extract. 
PARP was used as internal marker for loading variation.

Ⅳ. 고  찰

염증은 개체가 보통 감염이나 생리  상태의 

변화 등의 유해한 자극으로 유발된 항상성의 변화

에 응하는 방법으로 수행하는 다단계의 반응이

다. 염증성 반응은 성 반응과 만성 반응으로 크

게 나  수 있는데, 성 반응은 몇 시간에서 몇 

일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염증의 경우 알츠하이머 병, 킨슨 병, 류마

티스성 염,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들의 원인

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32). 

산화  스트 스와 염증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므로 사회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이를 막는 치료제의 개발은 그 요성이 더욱 증

되고 있다. 아직 그 기 이 완 히 설명된 것은 

아니지만, 염증이 유발되면 radical의 생성을 증가

시켜 산화  스트 스를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있

으며, 그 반 로서 산화  스트 스가 염증을 유

발시킨다는 보고도 있다33). 따라서 기존에 항산화 

효과가 보고된 한약재나 처방의 경우 항염증 효과

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오덕환

과 사신환의 구성 한약재  복되는 한약재인 

고지, 오수유, 오미자의 경우, 서론에서 언 하

듯이 항산화 효과에 한 보고가 있었으나 항염

증 효과는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 으며, 

한 이들의 조합으로 처방을 구성하 을 때 그 처

방의 효과 한 규명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

므로 오덕환과 사신환의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규명하기 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먼 , 오덕환과 사신환의 항산화 효과를 규명하

기 하여 in vitro 환경에서 실험을 실시하 다. 

DPPH radical, superoxide anion, nitric oxide, 

peroxynitrite의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오덕환과 

사신환 모두에서 DPPH radical과 nitric oxide를 

소거하는 능력이 있었으나, 사신환의 소거능이 더

욱 뛰어났다. 이는 사신환에만 포함되어 있는 본

인 육두구의 추가 인 항산화효과
34,35)

나 구성 

한약재의 용량차이에 의한 결과로 사료되나 그 상

세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한 실험결과 오덕환의 경우 superoxide 

anion을 소거하는 능력은 없는 것으로 명되었으

며(Fig. 2A), 사신환의 경우 peroxynitrite를 다소 

소거하 으나 농도 의존 으로 소거하지는 못했다 

(Fig. 4B). 이러한 결과를 종합 으로 단해 볼 

때, 사신환이 오덕환보다 항산화효과가 더 뛰어나

다고 사료된다.

염증 반응은 다종의 면역 세포들에 의해 활성

화 되는데 식세포는 이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활성화된 식세포는 염증반응에 

여하는 prostaglandins(PGs)과 nitric oxide(NO), 

growth factor, cytokine들을 생성하는데, NO의 경

우 요한 RNS로서 NO synthase(NOS)에 의해 

l-arginine의 guanidino nitrogen으로부터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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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천 면역 반응에 필수 인 요소로서 박테리

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을 방어하는데 필요하지

만, 지나치면 염증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 PGE2의 

경우 arachidonic acid가 변환되는 과정 에서 

cyclooxygenase(COX)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cytokine

이나 LPS등의 염증유발 물질로 활성화된 식세

포는 다량의 PGE2를 생성한다. 염증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COX-2의 제어와 PGE2의 억제는 주요

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36)
.

따라서 오덕환과 사신환의 항염증 효과를 규명

하기 하여 마우스의 식세포인 RAW264.7 세포

를 선정하 으며, 세포독성을 측정하기 해 MTS 

assay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오덕환은 30 ㎍/㎖, 

사신환은 100 ㎍/㎖의 농도에서 80% 이상의 세포 

생존률을 나타내어 이를 최고 농도로 결정하 다 

(Fig. 5).

이후 intracellular ROS가 유발하는 산화  손상

을 보호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DCFH-DA 

assay를 실시하 다. DCFH-DA는 세포의 원형질 

막에 삼투하는데, 자유기와 반응하여 dichlorofluorescein 

(DCF)를 형성하게 된다. 식세포에서 DCFH의 

산화는 iNOS에 의해 생성된 intracellular NO를 

모니터링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된다
37,38)

. 본 실험

의 결과 오덕환과 사신환은 intracellular ROS를 

농도 의존 으로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한 오덕환과 사신환은 LPS로 유도된 NO와 

PGE2를 효과 으로 감소시켰는데, 동일 농도(30 

㎍/㎖)에서 오덕환이 사신환에 비하여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Fig. 

7, 8). 한 western blot으로 iNOS와 COX-2의 발

을 조사했을 때에도 오덕환과 사신환은 발 을 효

과 으로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Fig. 9).

Cytokine은 식세포와 단핵구를 포함한 다양

한 세포에서 생성되며, 손상에 한 반응으로 합

성되어 방출된다
39)
. Pro-inflammatory cytokine인 

TNF-α, IL-6과 IL-1β는 성기 반응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량 생산될 경우 발열, 호

구의 활성화, 근육과 지방분해 증가를 유발하는 

등 염증반응에 련된 제반 증상을 발 시킨다. 

Fig. 10 에서 제시한 바 로 오덕환과 사신환은 

IL-6와 IL-1β를 효과 으로 억제하 다. 다만 

TNF-α의 경우에는 두 처방 모두 효과가 없는 것

으로 명되었다.

NF-κB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있어

서 개체의 반응에 필수 인데, 무활동 상태의 세

포에서는 p50과 p65 subunit의 형태로 억제인자인 

IκB-α와 결합되어 세포질에 존재하는데, LPS 등

의 자극이 가해지면, IκB-α는 인산화가 되며, NF-

κB는 핵으로 (translocation)되어 iNOS나 pro- 

inflammatory cytokine 등의 염증 유 자를 사하

게 된다
40,41)

. 오덕환과 사신환은 NF-κB의 subunit

인 p65의 핵으로의 를 효과 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11).

이러한 실험 결과들로 보아, 오덕환과 사신환 

추출물은 항산화  항염증 활성을 지닌 것으로 

단되며, 항산화의 측면에서는 사신환이 보다 효

과 이고 항염증효과에 있어서는 오덕환이 더욱 

효과 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세포

내의 작용기  규명과 in vivo 실험을 수행함으로

써 항산화제  항염증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RAW264.7에서 오덕환, 사신환의 메탄올 추출물

의 항산화  항염증 활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In vitro 상에서 오덕환과 사신환의 항산화효과

를 검증하기 하여 DPPH radical, superoxide 

anion, nitric oxide, peroxynitrite의 소거능을 측

정한 결과 DPPH radical과 nitric oxide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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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처방 모두 효과 으로 소거하는 결과를 나

타내었으나 사신환의 효과가 더 뛰어났고, 오덕

환의 경우 superoxide anion를, 사신환의 경우에

는 peroxynitrite를 소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으로 규명되었다.

2. 마우스 식세포인 RAW264.7에 한 오덕환, 

사신환의 메탄올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알아보

기 하여 MTS assay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세포의 생존율에 향을 주지 않는 농도를 선

정하여 다음 실험을 진행하 다. 오덕환 메탄

올 추출물은 30 ㎍/㎖의 농도까지, 사신환 메탄

올 추출물은 100 ㎍/㎖의 농도를 최고 농도로 

설정하 다.

3. RAW264.7 세포에 LPS를 처리하 을 때 유발

되는 산화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하여 DCFH-DA assay를 실시한 결

과, 오덕환과 사신환은 LPS가 유발한 intracellular 

ROS를 농도 의존 으로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이 LPS에 의해 

생성되는 NO  PGE2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한 결과,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에 의

해 효과 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5. 염증인자인 NO와 PGE2의 합성효소인 iNOS와 

COX-2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LPS 처리에 의해 증가된 iNOS와 

COX-2의 발 이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

물에 의해 효과 으로 감소되었다.

6. RAW264.7 세포에서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이 LPS에 의해 유도된 염증성 사이토카

인인 IL-6, IL-1β, TNF-α의 생성량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그 결과, TNF-α의 경우에

는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에 의해 생

성량의 억제가 거의 찰되지 않았지만 IL-6와 

IL-1β는 농도 의존 인 생성 억제효과가 찰

되었다. 

7. 오덕환과 사신환 메탄올 추출물이 NF-κB 

pathway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LPS

에 의해 활성화되어 핵으로 이동하는 NF-κB 

p65의 양을 측정한 결과, 각각의 추출물의 농

도에 의존 으로 한 해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오덕환과 사신환 메

탄올 추출물에 의해 NF-κB의 활성이 효과

으로 조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로 보아, 오덕환과 사신환 

추출물은 항산화  항염증 활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며, 항산화의 측면에서는 사신환이 보다 효과

이고 항염증효과에 있어서는 오덕환이 더욱 효

과 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세포내

의 작용기  규명과 in vivo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항산화제  항염증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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