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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목향(Saussurea lappa)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성분들은 알려져 있으나 세포내에서 신호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이 Raw 264.7세포의 NO(nitric 

oxide) 항상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LPS(lipolysaccharide)로 유도한 후, NO(nitric oxide) 생성억제력과 IL-1β
(interleukin–1β), TNF-α(tumour necrosis factor-α), iNOS와 COX—2를 전사수준(transcriptional level)에서 발현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은 RAW264.7 세포에서 LPS를 전처리한 후 유도되는 iNOS와 COX-2가 전사
수준에서 발현 억제와 pro-inflammatory cytokine인 TNF-α와 IL-1β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저해함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로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이 대식세포를 매개로 한 염증반응의 작용기전 연구에 있어서 NO(nitric oxide) 항상성
에 영향이 있음을 융복합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향후 염증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주제어 : 목향(Saussurea lappa), 신호전달, 융복합, 항상성, COX-2(cyclooxygenase-2), NO(nitric oxide)

Abstract  Saussurea lappa is known for a variety of physiological activities as a component but has not 
known to show the effect of the cellular signaling pathway. We investigated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by 
Saussurea lappa ethanol extract on the LPS(lipopolysaccharide) induced nitric oxide (NO) production by RAW 
264.7 cell line. It shows the expressions of iNOS and COX-2 at the transcriptional level (RT-PCR). The 
Saussurea lappa ethanol extract showed transcriptional expression levels of pro-inflammatory cytokine TNF-α 
and IL-1β induced by LPS(lipolysaccharide) in RAW264.7 cell line. Saussurea lappa ethanol extract reduced 
the LPS-induced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2 (COX-2) at the 
RNA level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The finding that ethanol extract of Saussurea lappa has an 
influence on NO (nitric oxide) homeostasis in the study of the action mechanism on the macrophage-mediated 
inflammatory reaction was considered in terms of convergence. And it is to provide an important basi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lammatory diseases in the future.

Key Words : Cellular Signalling, COX-2(cyclooxygenase-2), Convergence, Homeostasis, NO(nitric oxide), Saussu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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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구화된 식생활과 스트 스로 인한 구강질환의 증

으로 인해 구강 생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치면 세

균막의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이 함유된 치약은 물론 구

강 내 유해세균의 숫자를 감소시키거나 치면 세균막 형

성을 억제하는 식품  요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3]. 구강내 건강을 유지하기 한 항상성

(homeostasis)은 양결핍, 낮은 농도의 pH, 철농도의 결

핍이 생물막 (biofilm) 형성에 여하는 요인으로 향을 

받는다[4,5]. 최근에는 일방 으로 생물막을 제거하기 보

다는 생물막 형성에 요한 미생물의 생리  특성을 이

용하여 생물막의 형성과 이탈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두되고 

있다[6,7].

목향(木香, Aucklandiae Radix, Aucklandia lappa Decne)

은 국화과(Compositae)에 속하는 다년생 본에 속하며 

뿌리부분을 말한다[8] 국  인도 등지에서 재배하고

[9],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겨울에 채취하여 잔뿌리를 제

거하고, 햇볕에 말려 사용하며, 구토, 설사  염증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10].

LPS(lipopolysaccharide)는 pro-inflammatory 싸이토

카인(cytokine)인 IL-1β(interleukin–1β), TNF-α

(tumour necrosis factor-α), IL-6  IL-8을 유도한다.

식성 백 구와 싸이토카인은 구강 감염 질환 발생

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선천성면역 요소로서 잘 알려

져 있으며 항산화 역할과도 연 성이 있다[11]. 

리라디칼(free radical)은 동물 세포내에서는 NO 합

성효소(ni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세포내 신호

체계 경로에서 합성되고 생리과정에 여 한다. 특히 

계  면역계에서 세포간의 작용을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목향 추출물이 세포 달체계에 있어서  

NO (nitric oxide) 항상성에 연 하여 항산화효과

(antioxidant)와 그 효능  작용기 을 밝히고, 약리학  

연구하고자 한다. 구강질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증성 

궤양과 같은 산화  스트 스로 인한 질병연구에 있어서 

항상성에 한 연구와 질병의 방  치료를 한 융복

합 연구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시약 및 재료

시료로 사용된 목향(木香, Radix Sausurea Seu Inulea)

은 국내산 제품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한 후 정량하여 실

험에 사용하 다. 건조된 시료 300g을 분쇄하여 에탄올 

1L 을 가하여 상온에서 3일 동안 정치시켜 추출을 실시

하 다. 충분하게 추출단계를 거친 후에 여과지

(ADVANTEC, NO. 2)로 감압여과를 실시하 다. 시료 

추출과정은 Park 등[13]이 기술한 방법을 인용을 하 다.

즉,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은 상온에서 회 진탕기를 

이용하여 24시간 혼합한 후에 농축하여 동결건조하여 사

용하 다.

2.2 세포분석

세포 독성평가는 EZ-CyTox Enhanced cell viability 

assay kit (Daeil Lab)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96well 

plate의 각 well에 세포부유액 0.1 mL(1×105 cells/ml)을 

종하여 37℃의 CO2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목향

의 에탄올 추출물(SL)을 농도별(1, 2.5, 5, 7.5 그리고 10 

μg/ml) 처리한 후 48시간 동안 배양하 다. 

각 well에 10 ul의 Ez-Cytox 시약을 첨가하여 37℃에

서 3시간 배양한 후 흡 도를 ELISA reader(Emax, 

Molecular Device)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측정하여 

조군과 비교하여 cell viability를 측정하 다. 

측정된 흡 도 값은 시료를 처리하지 않는 군을 100으

로 했을 때 산출한 %값으로 세포독성 평가를 실시하 다.

2.3 Nitric oxide (NO) 측정

LPS(lipolysaccharide)로 활성화를 유도한 Raw 264.7

세포를 상으로 안정한 산화 생성물인 질산이온(NO3
-)

의 생성에 미치는 각각의 추출물의 향을 측정하 다. 

Raw 264.7세포를 24-well 배양 시에 1×105 cells/ml의 

농도로 도말하여 12시간 배양한 후, 목향의 에탄올 추출

물(SL)을 처리한 후에 100 ng/ml의 LPS를 첨가하여 20

시간 배양하 다. 

세포의 상층액을 이용하여 NO양을 nitrate와 nitrite로 

측정하 다.  10 mM SNP용액 100 μl에 시료를 농도별로 

첨가하고 25℃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반응액과 동일한 양의 Griess 시약 [2.5%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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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oric acid에 1% (w/v) sulfanilamide와 0.1% 

(w/v) naphyethylenediamine]을 첨가하 다. 실온에서 

10분 동안  차폐상태에서 반응시킨 후 54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잔존하는 아질산염(nitrate)의 양으로 

nitric oxide(NO) 소거 활성을 %로 산출하 다.

2.4 RNA 분리

5×105 cells/well에 24시간 배양하고, 배양, 목향의 에

탄올 추출물(SL)을 농도별(2.5, 5, 7.5ug/ml)로 처리하고, 

100 ng/ml의 LPS를 첨가하여 샘 링하 다. 체 RNA

가 RNeasy Plant Mini Kit (Qiagen, USA)에 의해 추출

하 다. 

2.5 cDNA 합성과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1.0 μg denatured RNA를 Maxime RT PreMix 

Kit(iNtRON Biotech, Korea)를 이용하여 45℃에서 60분, 

95℃에서 5분 동안 반응시켜 cDNA로 합성하 다.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은 합성된 cDNA로

부터 TNF-α, IL-1β, COX-2, iNOS 그리고 β-actin를 증

폭시키기 해서 1 μl(equivalent to 0.3 μg RNA)의 

cDNA를 GoTaq® Green Master Mix (promega, USA)

와 10 pM의 specific primer 를 첨가하여 PCR을 시행하

으며,  PCR은 Mastercycler (eppendorf, USA)에서 수

행하 다. 각 PCR에 사용된 primer list는 <Table 1>에 

정리 하 다. 

β-actin은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의 양성 조군으로 사용하 으며. 

이때 PCR 조건은 95 ℃에서 30 , 60℃에서 30  72℃에

서 30 에서 25회 반복하여 실시하 다. 

PCR에 의하여 생성된 산물은 1.2% agarose gel에서 

기 동(Gel electrophoresis) 으로 확인하 다.

2.6 통계분석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Window용 SPSS 21.0 version 

(SPSS Inc)을 사용하 으며, 모든 측정값은 평균±표

오차(Mean±SEM)로 표시하 고, 분석에 한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검증 하 으며, p<0.05 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Gene Primer Sequence size (bp)

IL-1β

Forward  

CCAGCTACGAATCTCCGACC

Reverse   

AGAACACCACTTGTTGCTCCA

332

TNF-α

Forward  

TGTTCCTCAGCCTCTTCTCC   

Reverse  

GATGGCAGAGAGGAGGTTGA

455

iNOS

Forward  

AACATCAGGTCGGCCATCAC   

Reverse  

AGGATGTTGTAGCGCTGGAC

325

COX-2

Forward  

CAGGCTTGATTCCAATGCACC

Reverse  

GCCTTCTCCAACCTCTCCTA

β-actin

Forward  

GTGGGGCGC CCCAGGCACCA   

Reverse  

CTCCTTAATGTCACGCACGAT

332

<Table 1> The primer sequences of the genes used
in RT-PCR analysis and the expected 
size of their PCR products

  

3. 결과

3.1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세포 독성 평가

Raw 264.7세포를 24-well 배양 시에 1×105 cells/ml

의 농도로 도말하여 12시간 배양한 후, 목향에탄올 추출

물(SL)을 처리한 후에 100 ng/ml의 LPS를 첨가하여 20

시간 배양하 다. 조군의 앙값을 기 으로 실험군의 

O.D 측정값을 퍼센트로 환산한 결과, 농도별 목향 에탄

올 추출물(SL)을 1, 2.5, 5, 7.5 그리고 10 μg/ml 씩 농도별

로 투여하고, 24시간 후에 세포 생존률(Cell viability)을 

확인하 다. 정상군(NC)와 유사한 비율로 생존한 농도를 

실험에 사용하 다. 정상군(NC)과 비교하여 목향에탄올 

추출물(SL)의  1, 2.5, 5, 그리고 7.5  μg/ml 농도에서는 

거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 μ

g/ml에서 정상군(NC)에 비해 다소 세포수가 다소함을 

알 수 있었다[Fig. 1].

3.2 추출물에 의한 NO(nitric oxide) 생성 

    억제 활성 평가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의 염증 억제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 질산이온(NO3
-)의 생성 억제 여부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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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도 의존 으로 목

향의 에탄올 추출물이 NO 생성 억제 활성을 나타냈다.  

LPS단독 처리군에서 NO 생성량이 100%로 정했을 때,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SL)에서는 1 μg/ml 48%, 5와 10 

μg/ml에서는 30%이하로 하게 감소하 으며, 정상군

(NC)와 거의 유사한 양만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2].

[Fig. 1] Effects of Saussurea lappa(SL) ethanol 
extracts on cytotoxicity in aw 264.7 cells.

[Fig. 2] Effects concentration of Saussurea lappa(SL) 
ethanol extracts on NO scavenging activity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3.3 RT-PCR 결과

Raw 264.7세포에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SL)을 0, 2.5, 

5, 그리고 7.5  μg/ml의 농도로 처리한 후,  LPS 100 

ng/ml을 20시간  배양하여 RT-PCR을 수행하 다.

TNF-α와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은 염증과

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LPS로 자극한 하 을 때는 

TNF-α생성이 증가 하 으며,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을 

2.5, 5. 그리고 7.5 μg/ml에서는 농도 의존 으로 생성양

이 하게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다[Fig. 3].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작용의 약리학  메카

니즘을 규명하기 하여 NO생성에 요한 효소인 iNOS

발 에 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LPS만 처리한 실험 결

과와 비교하여 볼 때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SL)를 농도

별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 다[Fig. 4].    

염증반응의 매개물질인 prostaglandin의 합성에 요

한 역할을 하는 COX-2(cyclooxygenase-2)는 목향의 에

탄올 추출물에 의하여 억제되는지를 실시한 결과, LPS만 

처리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목향의 에탄올 추출

물(SL)을 처리한 그룹에서 농도별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

다. 다시 말하면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에 의해 COX-2

의 발 이 농도 의존 으로 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Fig. 5].

Pro-inflammatory cytokine은  LPS로 활성화된 Raw 

264.7세포에서는 하 을 때는 IL-1β의 생성량이 히 

증가 하 고,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SL)을 2.5, 5. 그리고 

7.5 μg/ml에서는 농도 의존 으로 생성양이 유의하게 감

소하는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Fig. 6]. 

[Fig. 3] Effects of Saussurea lappa(SL) ethanol 
extracts on production of TNF-α mRNA 
expression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Fig. 4] Effects of Saussurea lappa(SL) ethanol 
extracts on production of iNOS mRNA 
expression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Fig. 5] Effects of Saussurea lappa(SL) ethanol 
extracts on production of COX-2 mRNA 
expression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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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Saussurea lappa(SL) ethanol 
extracts on production of IL-1β mRNA 
expression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4. 고찰 및 결론

LPS(lipolysaccharide)는 치은조직에서 염증반응을 일

으키고, 이 염증반응을 제거하기 해서 치은조직 내부

에서는 면역세포들에 의한 면역반응이 일어난다[14]. 

염증-면역반응과정에서 다양한 염증매개인자

(inflammatory cytokine)들과 같은 기질 괴효소들이 발

되어 괴가 나타난다. 

치주질환의 원인에 면역기능이 요하게 작용하며 숙

주의 면역반응, 유  인자  환경  인자에 의해 조

된다[15,16]. 세포내 반응 물질로서 간 사산물인 

NO(nitric oxide)는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

고 불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17,18,19]. 

리라디칼(free radical)로서 동물 세포내에서는 NO 

합성효소(ni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L-arrginine

이 L-citruline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합성되고 생체냐 

생리과정에 여 한다. 특히 계  면역계에서 세포

간의 작용을 매개한다고 알려져 있다[20].    조직에 염증

이 발생하면 리라디칼이 증가하여 nitric oxide생성이 

증가하는데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들이 이러한 염증 nitric 

oxide 양을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Fig. 2],  이는 염

증반응의 항상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Macrophage cell인 Raw 264.7 세포는 LPS로 세포를 

활성화 시킨 후 유도되는 iNOS에 한 목향 에탄올 추출

물의 억제효과를 RT-PCR로 확인하 다. 특히 농도 의

존 으로 억제되는 것을 보 다[Fig. 4]. 

염증반응과 련한  다른 효소로서 COX-2 RNA 수

에서 농도 의존 으로 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

다[Fig. 5].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SL)을 이용하여 

NO(nitric oxide) 항상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효과를 분석하 다.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은  Raw 264.7 

세포에 한 항산화력  염증 억제 효과가 LPS에 의한 

염증반응에 한 직 인 효과 연 하여 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목향의 에탄올 추출물이 생체 내 반

인 염증반응에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염증억

제제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목향

이 각 세포에 미치는 분자융복합 수 의 작용기 에 

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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