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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matis trichotoma Nakai (CTN) is a broad-leaved vine plant belonging to the family Ranunculus, 
native to Korea. Young leaves are used as food, and the stem and roots are used as medicinal 
materials. Antioxidant studies have been reported on the stems of CTN, bu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leaves. In this study, a 70% ethanol extract of CTN was prepared and its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For measuring the antioxidant activity, five 
assays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reducing power,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 
6-sulfonic acid), and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ere performed and 
CTN showed a concentration-dependent effect in all assays. To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we used RAW 264.7 cells. The concentrations (from 31.25 to 250 μg/mL) of CTN did not 
show cytotoxicity. CTN (250 μg/mL) inhibited dendritic transformation (34.4%) and also inhibited 
inflammation as seen by reduced levels of NO (77.4%), IL-6 (85.5%) and TNF-α (41.2%) compared 
to lipopolysaccharide (LPS). CTN (250 μg/mL) also suppressed the expression of the following 
genes: COX-2 (79.8%), iNOS2 (93.9%), IL-6 (87.6%), and TNF-α (77.3%) compared to LPS.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CTN has excellent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and can 
therefore be used as a natural biological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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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는 빠른 고령화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

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연보에 따르

면 2019년 기준으로 사망원인이 암, 심혈관질환, 당뇨병 순으

로 높았고, 이는 전체 사망자의 40.7%를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 이처럼 암이나 심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생체대

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미토콘드리아 및 

peroxisome, xanthine oxidase (XOD), NADPH oxidase, 

cyclooxygenase (COX) 등의 다양한 효소들에 의해 유발된다

[2]. 적절한 활성산소는 생체 내 방어나 손상을 복구시키기 위한 

생리활성기전에 의해 조절되지만, 과다하게 생성되면 세포 내 

DNA, RNA, 단백질 등과 반응하여 세포의 항상성을 파괴하여 

조직을 손상시킨다[3].

산화적 스트레스는 세포가 반응하는 신호전달 체계를 작동시

키고 과산화수소 등의 활성산소의 발생을 증가시켜 항산화 효소

의 발현을 감소시킨다[4]. 항산화제(antioxidant)는 생체 내에

서 생성되는 각종 활성산소에 의한 지질과산화반응을 억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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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동맥경화증 및 염증을 예방해주는 생리활성물질로서 각광

을 받고 있다[5]. 그 중 합성항산화제는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가

격이 저렴하지만 발암성 및 독성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체에 무해하고 항산화 효능이 우수한 천연항산화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6]. 

염증은 생체에 외부 물질이 감염 또는 침입하였거나 물리ㆍ

화학적 손상을 입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국소적 현상이지

만, 과잉의 생체 방어 반응은 정상 조직을 손상시켜 염증성 질환

을 일으킨다[7].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의 일종인 산화질소

(nitric oxide, NO)는 면역세포에 의해 생성되어 생리 및 병리

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8]. 또한, 대식세포는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terleukin-6 (IL-6)와 같

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켜, 체내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 조혈 등에도 관여하는 면역계의 주요 방어기구이다[9,  

10]. 그러나 이러한 숙주에서의 면역반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

우, 염증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염증매개체의 생합성을 가속화

하고 염증을 진행시켜 조직의 손상, 신경손상 및 유전자 변이 등

을 일으킨다[11]. 이러한 관점에서 염증을 저해하는 것은 체내

의 면역력 관리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항산화 및 항염증 효능을 가진 천연물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f Biological Di-

versity, CBD)이 발효된 이후, 유전자원의 공평한 접근 및 이익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를 위해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로, 국내 자원 부족으로 

인한 국가 간 생물자원 이용 경쟁에 대비하여 국내 천연 생물 자

원의 확보가 중요하다[12]. 현재 할미밀망의 줄기에 대한 항산

화 연구는 보고되었으나 잎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으므

로 본 연구의 소재로 선택했다. 할미밀망(Clematis trichotoma 

Nakai, CTN)은 미나리아재비과의 낙엽활엽 덩굴식물로서, 국

내의 강원도와 백두대간 숲 가장자리에 분포하고 있다. 할미밀

망의 어린잎은 식용으로 사용되고, 줄기와 뿌리는 약재로 사용

되고 있다[13]. 이전 연구에 의하면 할미밀망의 줄기에는 rutin, 

kaempferol 3-O-neohesperionside, adenosine, adenine, 

hirustrin, caffeic acid 4–β–glucoside, 3–methoxyarbutin, 

uridine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항산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할미밀망 잎의 70%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in vitro에서 항

산화 및 항염증 분석을 통해 생리활성의 효능을 검증하고 천연 

생물자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분양

할미밀망 추출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Suwon, Korea). 바이오센터에서 제공

해 준 추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건조된 54.5 g의 할미밀망에 

70% 에탄올 1 L 넣은 후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이 

추출물을 여과하고(Advantec No.2) 40°C에서 진공 농축하였

다(EYELA rotary evaporator, Japan). 최종적으로 동결 건조

하여 11.46 g의 잔류물을 얻었다. 본 연구실은 이 최종 형태의 

분말을 분양 받았으며, 실험 전 100 mg/mL의 농도로 DMSO

에 녹여 사용하였다.

2.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할미밀망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 측정은 Folin- 

Ciocalteu법을 이용하였다[14]. 추출물을 농도별로 희석한 용

액과 2% Na2CO3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Siheung, Korea)를 동량 첨가하여 혼합하였다. 혼합액을 

3분간 방치한 다음 50% folin-Ciocalteu reagent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200 μL를 첨가하여 plate 

shaker로 약 10초 교반하여 혼합하였다. 암소에서 30분 반응

시킨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SpectraMax i3x 

Multi-Mode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California, USA)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작성한 표

준 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이때 gallic acid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를 이용한 표준곡선은 

gallic acid의 최종 농도가 0∼500 μg/mL가 되도록 하고 이로

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3.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Stanković MS (2011)의 방법을 약

간 변형하여 추출물 10 μL에 80% 에탄올 40 μL를 가한 후 10% 

aluminium nitrate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20 μL, 1 M potassium acetate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20 μL 및 80% 에탄올 150 μL를 순차적으

로 혼합하였다[15]. 혼합액을 암소에서 10분 반응시킨 후 415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물질로는 

quercetin (Sigma-Aldrich)을 사용하여 시료와 같은 방법으

로 측정하였으며 표준 검량 곡선으로부터 시료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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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측정

할미밀망 추출물의 환원력은 FRAP assay 측정하였다[16]. 

FRAP reagent를 300 mM acetate buffer (pH 3.6) 200 mL에 

10 mM 2, 4, 6-tripyfidyl-s-triazine (TPTZ) (Sigma-Aldrich) 

20 mL, 20 mM FeCl3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20 mL 및 DW 20 mL를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FRAP 

reagent 200 μL와 추출물 10 μL를 첨가시켜 암소에서 4분 동

안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물질로

는 iron (II) sulfate heptahydrate (Sigma-Aldrich)를 사용

하여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표준 검량 곡선으로부

터 시료의 환원력을 계산하였다. 

5.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및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소거활성

ABTS 자유 라디칼 소거능을 이용하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을 측정하였다[17]. ABTS working solution의 제조를 위해 

ABTS (Sigma-Aldrich) 7.4 mM과 potassium persulfate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2.6 mM을 

4°C 암소에서 24시간 이상 반응시켰다. 반응액을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약 1.5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희석한 

ABTS working solution 200 μL와 추출물 10 μL를 첨가하여 

암실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표준 물질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여 시료와 같은 방

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표준 검량 곡선에 상응하는 시료의 양이온 

자유 라디칼 소거능을 구하였다.

DPPH 자유 라디칼 소거를 이용하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을 측정하였다[12]. DPPH working solution의 제조를 위해 

0.2 mM의 DPPH (Alfa Aesar, Haverhill, USA)를 4°C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액을 514 nm에서 흡광도 값이 약 0.8이 되도

록 메탄올로 희석하였다. 희석한 DPPH working solution 

200 μL와 추출물 10 μL를 첨가하여 암실에서 30분 반응시키고 

51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물질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여 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표준 검

량 곡선에 상응하는 시료의 양이온 자유 라디칼 소거능을 구하였다.

6. 세포 형태 변화 관찰 및 세포 독성 평가 

RAW 264.7 마우스 대식세포 세포주는 한국세포주 은행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RAW 264.7 세포주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과 1% penicillin-streptomycin (P/S; 

GenDEPOT, Katy, TX, USA)이 첨가된 DMEM (HyClone, 

San Angelo, TX, USA) 배지를 이용하여 5% CO2가 존재하는 

37°C 배양기에서 2∼3일에 한 번씩 계대 배양하였다. 

우리는 세포의 생존력을 분석하기 위해 Cho 등 (2020)의 방

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18]. RAW 264.7 cell (1×106 

cell/mL)를 96 well plate에 200 μL씩 분주하고 12∼16시간 

동안 5% CO2 incubator (37°C)에서 안정화 하였다. 그리고 세

포의 밀도가 70∼80%에 도달하면 할미밀망(31.25∼250 μg/ 

mL)을 30분 동안 세포에 먼저 처리한 후, 염증 유발 물질로 

lipopolysaccharide (LPS) 1 μg/mL를 넣어 24시간 동안 재

배양 하였다. 음성 대조군은 LPS 없이 배양 배지만 넣은 그룹이

며, 양성 대조군은 다른 물질 없이 LPS 1 μg/mL만 넣은 그룹이

다. 배양이 끝난 후 세포 형태 변화를 도립 현미경(CKX53, 

OLYMPUS, Tokyo, Japan)으로 관찰하였다. 활성화 지수의 

백분율(%)은 5개의 무작위 필드에서 총 세포 수에 대한 수지상 

돌기가 나온 세포의 비율로 정량화 하였다. 이후 세포 독성 평가

를 위해 상등액을 제거한 후 serum free media에 용해시킨 

10% E-Z cytox (DoGenBio, Seoul, Korea) 100 μL를 첨가

하여 37°C incubator에서 30분 추가 배양하고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cell viability, %)은 LPS 처

리군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7. RAW 264.7 대식세포에서 산화질소(NO) 및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TNF-α 및 IL-6) 평가

RAW 264.7 cell (1×106 cell/mL)를 96 well plate에 200 

μL씩 분주하고 12∼16시간 정도 5% CO2 incubator (37°C)에

서 안정화 하였다. 그리고 세포의 밀도가 70∼80%에 도달하면 

할미밀망(31.25∼250 μg/mL)을 30분 동안 세포에 먼저 처리

한 후, 염증 유발 물질로 LPS 1 μg/mL를 넣어 24시간 동안 재배

양 하였다. 음성 대조군은 LPS 없이 배양 배지만 넣은 그룹이며, 

양성 대조군은 다른 물질 없이 LPS 1 μg/mL만 넣은 그룹이다. 

이후, 세포 배양 상등액에 존재하는 NO2
−를 Griess 시약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세포 배양 상등액 50 μL과 Griess 시약 

(sulfanilamide+85% phosphoric acid+N-(1-Naphthyl) 

ethylenediamide dihydrochloride) 50 μL를 96 well plate

에 동량 혼합하여 10분 동안 암소에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물질로는 sodium nitrite를 사용하

여 표준 검량 곡선을 얻었다.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상등액으로 유리된 TNF-α 및 IL-6

의 함량을 보고자 각각의 sandwich ELISA set (BD 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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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ioxidant activities of Clematis trichotoma Nakai

CTN (μg/mL)
Total phenols
(µg GAE/mL)

Flavonoids
(µg QE/mL)

FRAP
(µM FSE/mL)

Radical scavenging (%)

ABTS DPPH

31.25 142.4±3.8 2.63±0.4 363.1±8.4 34.1±0.5 20.0±1.0

62.5 161.5±2.6 4.18±1.0 830.9±13.5 51.1±1.0 53.0±0.8

125 220.4±1.2 7.33±1.0 1757.1±12.2 81.2±1.4 85.2±0.5

250 386.0±18.8 12.89±1.4 3274.5±37.8 98.6±0.7 86.4±0.3

Abbreviations: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GAE, gallic acid equivalent; QE, quercetin equivalent; FSE, ferrous sulfate equivalent; CTN, Clematis trichotoma Nakai.

Table 1. PCR primer lists

Genes Accession number Forward Reverse 

GAPDH XM_017321385.2 ATG GTG AAG GTC GGT GTG AAC TTG ATG TTA GTG GGG TCT CGC

iNOS2 NM_001313921.1 GCG CTC TAG TGA AGC AAA GC TGA TGG ACC CCA AGC AAG AC

COX-2 NM_011198.4 CCC AGA GCT CCT TTT CAA CC ATT TGG CAC ATT TGT TCC CC

TNF-α NM_013693.3 AGC ACA GAA AGC ATG ATC CG GTT TGC TAC GAC TG GGC TA

IL-6 NM_031168.2 CGA TGA TGC ACT TGC AGA AA TGG AAA TTG GGG TAG GAA GG

science, Vancouver, Canada)로 측정하였다. 이는 ELISA 키

트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수행되었다. TNF-α 및 IL-6의 함량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lyophilized recombinant standard 

protein을 통해 작성된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각각의 생성량

(pg/mL)을 계산하였다. 

8. 정량적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qPCR)

RAW 264.7 cell (1×106 cell/mL)를 96 well plate에 200 

μL씩 분주하고 12∼16시간 정도 5% CO2 incubator (37°C)에

서 안정화하였다. 그리고 물질 처리방법은 산화질소 및 전 염증

성 사이토카인 측정방법과 동일하다. 유전자의 발현정도를 

mRNA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배양 후 Trizol을 이용

하여 RNA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RNA를 ReverTra AceTM 

qPCR RT Master Mix (TOYOBO, Osaka, Japan)를 이용하

여 cDNA로 역전사 시킨 후, SYBRⓇ Green Realtime PCR 

Master Mix (TOYOBO) 시약으로 Magnetic Induction 

Cycler PCR Machine (Bio Molecular Systems, Coomera, 

Australia) 기계를 사용하여 PCR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primer의 염기서열은 Table 1에 표시하였다. 결과는 음성대조

군의 유전자 발현량을 1로 상대정량 하였다(2−△△Ct method) 

[19]. 

9. 통계처리

모든 시험은 3회 반복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평균±표준편

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다.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V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측정된 각 값의 

유의성을 Student's t test로 분석하고, 대조군과의 유의성을 P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

1. 할미밀망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효과 측정

할미밀망의 항산화 활성을 보기 위해 31.25∼250 μg/mL의 

농도에서 측정하였고 Table 2에 나타내었다. Gallic acid 표준

물질로 분석한 할미밀망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농도에 

따라 각각 142.4 μg/mL, 161.5 μg/mL, 220.4 μg/mL, 386.0 

μg/mL이었으며, 할미밀망 추출물에서 농도의존적으로 폴리페

놀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uercetin 표준물질로 분석한 할미밀망 추출물의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농도에 따라 각각 2.63 μg/mL, 4.18 μg/mL, 7.33 

μg/mL, 12.89 μg/mL이었으며, 할미밀망 추출물에서 농도의

존적으로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erric ion이 ferrous ion으로 전환되는 환원력을 분석함으

로써 시료 내의 총 항산화력을 측정하였다. Iron (II) sulfate 

heptahydrate를 표준물질로 분석한 할미밀망 추출물의 환원

력은 농도에 따라 각각 363.1 μM/mL, 830.9 μM/mL, 1757.1 

μM/mL, 3274.5 μM/mL이었으며, 할미밀망 추출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환원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corbic acid를 표준물질로 분석한 할미밀망 추출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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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ytotoxic effect of CT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31.25, 62.5, 125, 250 μg/mL of 
CTN for 30 min and co-treated by LPS for 24 h. NC was treated 
with only the culture medium, and the LPS group was treated with 
only 1 μg/mL LP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tests in triplicate. Asterisks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PS group and each group by Student’s t-test. *P＜0.05, 
**P＜0.01, ***P＜0.001. 
Abbreviations: NC, Negative control; LPS, Lipopolysaccharides; CTN, 
Clematis trichotoma Nakai.

Figure 2. Effect of CTN on dendritic transformat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31.25, 62.5, 
125, 250 μg/mL of CTN for 30 min and co-treated by LPS for 24 h. NC was treated with only the culture medium, and the LPS group was 
treated with only 1 μg/mL LPS. Cell morphology was monitored under a light microscope at ×400 magnitude. Activated RAW 264.7 cells 
are indicated by arrows. The activation index percentage was expressed as the number of cells with activated morphology relative to the 
total number of cells, quantified in 5 random field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tests in triplicate. Asterisks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PS group and each group by Student’s t-test. **P＜0.01, ***P＜0.001. 
Abbreviations: See Figure 1.; ns, not significant. 

거 활성은 농도의존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ABTS는 250 μg/ 

mL 농도에서 98.6%의 억제율을 보였고 DPPH는 250 μg/mL 

농도에서 86.4%의 억제율을 보였다. 이는 ABTS와 DPPH에서 

할미밀망 추출물이 농도의존적으로 free radical 소거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할미밀망 추출물의 RAW 264.7 세포 독성 측정

할미밀망이 세포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LPS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 대한 독성을 확인한 결과, 할미밀망

의 31.25∼250 μg/mL의 농도에서 LPS 1 μg/mL 단독처리군 

대비 9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다(Figure 1). 일반적

으로 비색법을 통한 세포 독성 시험에서는 무처리 대조군과 비

교하여 80% 이상의 생존율을 보이는 시료에 대해서 독성이 없

다고 간주되므로[12], 본 연구 결과로 확인된 할미밀망 추출물

의 31.25∼250 μg/mL 농도 범위에서 RAW 264.7 세포에 독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3. 할미밀망 추출물의 RAW 264.7 세포의 수지상적 형태 

변화 측정

LPS는 RAW 264.7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분화를 통해 

세포의 수지상적 형태학적 변형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 따라서 할미밀망이 LPS로 유도된 RAW 264.7세포의 형

태학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LPS 단독 처리군

은 세포에 수지상의 형태적 변화를 유도하였지만, 할미밀망은 

농도의존적 방식으로 세포의 수지상의 변화를 감소시켰다

(Figure 2A). 이를 정량분석 한 결과, LPS 단독처리군에서 수지

상형태를 갖는 세포는 40.7%로 대조군(2.0%)과 비교했을 때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1.25∼250 μg/mL 할

미밀망을 처리하고 LPS를 처리했을 때, 수지상 형태를 가진 세

포가 38.0%, 33.3%, 22.7%, 14.0%로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

였다. 할미밀망 250 μg/mL에서의 수지상 억제효과를 LPS 단

독처리군과 비교한다면, 추출물이 세포 변화를 34.4% 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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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CT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31.25, 62.5, 125, 250 μg/mL of 
CTN for 30 min and co-treated by LPS 
for 24 h. Supernatants were collected 
and (A) NO, (B) IL-6, (C) TNF-α were 
measured. NC was treated with only 
the culture medium, and the LPS group 
was treated with only 1 μg/mL LP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tests in triplicate. 
Asterisks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PS group and each group by 
Student’s t-test. 
*P＜0.05, **P＜0.01, ***P＜0.001. 
Abbreviations: See Figure 1. 

다고 볼 수 있다(Figure 2B). 

4. 할미밀망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효과 측정

LPS로 염증이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할미밀망 추출

물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염증매개인자 억제 활성을 나타내

었다. 각각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단백질 수준에서 정량한 결

과, 최고농도인 250 μg/mL에서 NO (9.1 μg/mL), IL-6 

(489.3 pg/mL), TNF-α (49470 pg/mL)으로 LPS 대조군 대

비 77.4%, 85.5%, 41.2%의 억제 활성을 보였다(Figure 3). 

RT-PCR 결과에서 할미밀망 추출물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염증매개인자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염증성 사이

토카인의 mRNA 발현량을 정량한 결과, 최고 농도인 250 μg/ 

mL 에서 LPS 대조군 대비 COX-2 (79.8%), iNOS (93.9%), 

IL-6 (87.6%), TNF-α (77.3%)의 억제 활성을 보였다. mRNA 

및 단백질 수준에서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고  찰

현재 나고야의정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천연유래자

원의 확보가 중요한 실정이다[11]. 이에 할미밀망 추출물을 연

구 소재로 사용하였는데, 할미밀망은 강원도 백두대간 숲에서 

자라나는 낙엽활엽 덩굴식물이며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천

연 생물 자원이다. 할미밀망 줄기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었으나 

잎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할미

밀망 잎의 70% 에탄올 추출물을 사용하여 생리활성을 분석하였다.

식물은 천연 항산화제의 잠재적 공급원으로, 태양의 방사선

을 흡수하고 광합성의 2차 대사 산물로 높은 수준의 산소를 생성

한다[21]. 산소 분자는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호기성 대사

를 통해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 지속적

으로 생산하는데, 이는 생체 방어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축적되

었을 때 지질 산화를 일으켜 산화적 스트레스와 노화, 대사증후

군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22, 23].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

는 항산화제로서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5종류의 항산화 실험

을 진행하였다. 

우선 할미밀망의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

였다. 플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에 속하는 성분이지만, 폴리페

놀 중에서도 활성산소종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항산화능이 높

다고 알려져 있어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다[24]. 폴리페놀은 

gallic acid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gallic acid의 

50% 효과농도(effective concentration 50; EC50) 값은 

0.17 μg/mL이었고 할미밀망의 EC50값은 0.16 μg/mL이었

다. 이를 통해 할미밀망은 항산화능이 높다고 알려진 gallic 

acid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항산화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5].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을 기준으로 측정

하였는데 할미밀망의 EC50은 quercetin보다 높은 농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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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s in the mRNA 
expression level of inflammatory 
mediators by CT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31.25, 62.5, 125, 
250 μg/mL of CTN for 30 min and 
co-treated by LPS for 24 h. The cells 
were collected and (A) COX2, (B) iNOS, 
(C) IL-6, (D) TNF-α mRNA level were 
estimated NC was treated with only 
the culture medium, and the LPS group 
was treated with only 1 μg/mL LP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of 
three independent tests in triplicate. 
Asterisks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PS group and each group by 
Student’s t-test. 
*P＜0.05, **P＜0.01, ***P＜0.001. 
Abbreviations: See Figure 2.

였다. 이를 통해 할미밀망의 높은 항산화력은 플라보노이드 이

외의 페놀 성분에 의한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ABTS와 DPPH는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radical이 소거되면서 고유의 색이 발색을 잃는 원리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소거 활성은 청록색으로 탈색되

는 free radical의 제거 정도를 이용하였고, DPPH radical 소

거 활성은 자색을 띄는 free radical로 항산화제, 방향족 아민류 

등에 의해 환원되어 탈색되는 것을 이용하여 항산화력을 확인하

였다[3]. 그 결과, 할미밀망 추출물은 농도의존적으로 폴리페놀

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활성산소 소거능 및 환원력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미밀망 추출물의 우수한 항산화 

활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추후에 세포 실험을 통하여 활성산소

(ROS)와 초과산화물 불균등화효소(superoxide dismutase; 

SOD) 등을 측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 명확히 입증할 예정이다.

LPS는 그람 음성균의 외막 성분으로 RAW 264.7세포의 형

태학적 변형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 LPS의 과도한 

자극은 대식세포에서 TNF-α, IL-1β 및 IL-6와 같은 전 염증성 

매개물질을 분비하고, NO, prostaglandin E2 (PGE2) 등의 염

증매개물질을 증가시킨다[26].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

비량이 증가할 경우 eicosanoid, 산화질소, 활성산소 등을 다

량 분비시켜 조직 손상을 촉진하게 되므로 이들 효소나 유전자

의 발현을 조절하는 항염증 효능을 평가하는 것은 면역질환 관

리에 매우 중요하다[27]. 항염증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고, 염증 인자의 mRNA 및 단백질 발현

양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할미밀망은 농도의존적으로 세

포의 수지상의 형태학적 변화를 억제시켰다. NO는 NOS가 

L-arginine을 L-citrullin으로 전환시키면서 형성되고, NOS

는 iNOS에 의해 발현된다[11]. iNOS의 발현은 NF-κB 경로로 

유도되며, 이는 LPS나 cytokine에 의해 과잉의 염증성 매개물

들이 생산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28]. 특히 대식세포는 LPS

자극에 의해 생체신호전달 경로를 거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동시에 염증성인자들의 발현양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의 첫 

단계로 mRNA 발현이 증가하게 된다[29]. mRNA level을 확인

하기 위해 RT-PCR을 이용하여 iNOS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

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았고, 실제로 사이토카인 산물

인 NO의 생성을 어떻게 억제하는지 ELISA를 실시하여 확인하

였다. 그 결과, mRNA, protein level에서 억제 활성이 유의하

게 나타났다. 인체에서 염증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NO와 같

은 염증 매개물 이외에 면역 반응에서 필수적으로 염증성 사이

토카인이 동반되는데,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으로는 TNF-α와 

IL-6가 있다. TNF-α와 IL-6도 mRNA, protein level에서 억

제 활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할미밀망 추출물의 항염증 

효능이 우수함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in vitro에서 할미밀망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free radical 소거능 및 환원력 실험으로 

우수한 항산화 효능을 입증하였다. 또한 LPS로 자극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NO, IL-6, TNF-α의 생산량과 COX-2, 

iNOS, IL-6, TNF-α의 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며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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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학적 변화도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할미밀망의 항산

화 활성 및 항염증 효과를 증명하며, 향후 천연 유래 생물자원으

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할미밀망은 국내에서 자생하는 미나리아재비과의 낙엽활엽 

덩굴식물이다. 어린 잎은 식용으로 사용되며 줄기와 뿌리는 약

재로 사용된다. 할미밀망 줄기에 대한 항산화 연구는 보고되었

으나 잎에 대한 연구는 현재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할

미밀망을 70% 에탄올 추출물로 제조하고 항산화 및 항염증 생

리 활성을 비교하였다.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5가지 분

석(총 폴리 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환원력,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사용되었으며 모든 분석에서 농도 

의존적 효과를 나타냈다. 항염증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RAW 

264.7 세포를 사용했다. 할미밀망은 농도(31.25∼250 μg/mL) 

에서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할미밀망(250 μg/mL)은 

LPS에 비해 세포의 수지상적 형태 변화를 억제하였고(34.4%), 

NO (77.4%), IL-6 (85.5%) 및 TNF-α (41.2%)의 발현을 억제

함으로써 염증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할미밀망 

(250 μg/mL)은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COX-2 (79.8%), 

iNOS2 (93.9%), IL-6 (87.6%) 및 TNF-α (77.3%)의 유전자 발

현을 억제했다. 이러한 결과는 할미밀망이 우수한 항산화 및 항

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할미밀망은 향

후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진 천연 생물 유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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