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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polysaccharide로 유도된 RAW 264.7에서 수국차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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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Inflammatory Effect from Lipopolysaccharide-Stimulated
RAW 264.7 of Extracts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un-Young Choi and Seo-In Jang
Department of Cosmeceutical Science, Division of Bio-Technology and Convergence,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confirm the antioxidant effects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the water (HSW) and ethanol (HSE) extracts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on the inhibition of nitric oxide (NO),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2 (COX-2), and mitogen activating
protein kinase (MAPK) phosphorylation,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Results of the EDA test reveal that at
500 µg/mL, HSW demonstrates a good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greater than 81.71%, whereas HSE demonstrates
a scavenging ability greater than 89.56%. Evaluating the scavenging activity of ABTS radicals revealed that at 500
µg/mL, both HSW and HSE show superior scavenging activities of 99.4% and 96.1%, respectively. Determining the
anti-inflammatory response showed that exposure to both HSW and HSE reduces the NO production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as compared to the group treated only with LPS. Moreover,
exposure to both HSW and HSE result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inhibition of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s. It was further confirmed that phosphorylation in the signaling pathway of MAPK was also significantly
inhibit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Since inhibition of MAPK phosphorylation inhibits iNOS and COX-2,
which subsequently induces the expression of NO, our results indicate that extracts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inhibit and regulate the production of inflammation-related factors. There are few reports on th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properties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Therefore, considering the data obtained in the current
study, we propose that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have the potential to be used as useful anti-inflammatory
materials in foods and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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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 그 결과 만성염증 질환 및 종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Arthur와 Ley, 2013; Hoffmann 등, 1999).

염증(inflammation)은 조직이나 생체에 물리적 작용 또

LPS는 외부의 여러 이물질 중 toll like receptor-4(TLR-

는 화학 물질, 유해 자극 등 외부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었을

4)에 의해 인식되는 박테리아 내독소이며, 대식세포를 활성

때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차적인

화해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주요한 인자 중 하나이다. 활성화

생체 방어 반응이며(Choi 등, 2008),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된 TLR-4는 세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신호전달 과정을 활

주요 세포로 잘 알려진 대식세포(macrophage)는 lipopoly-

성화하며, 그중 활성화된 nuclear factor-κB(NF-κB)는 핵

saccharide(LPS)와 같은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기

내로 이동하여 cyclooxygenase(COX)-2, inducible nitric

작에 의해 염증을 매개하는 nitric oxide(NO) 및 다양한 전

oxide synthase(iNOS)와 같은 염증성 단백질의 유전자 발

염증성 cytokine(pro-inflammatory cytokine)을 방출함

현을 증가시킨다(Tak과 Firestein, 2001). 특히 iNOS는

으로써 염증에 관여한다(Tursun 등, 2016). 그러나 비정상

interferon-γ, LPS 및 전염증성 cytokine의 자극이 있을

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면 과도한 염증 매개 물질이 생성되

때 발현되어 NO 생성을 촉진한다고 보고되었다(Barnes와
Liew, 1995). NO는 신경계의 생리학적 전달과 염증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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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세포의 분화나 세포 내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혈관 이완, 혈소판 응집억제, 살균,
면역 등 다양한 생리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등, 2013). 하지만 NO는 라디칼로서 생체 내 독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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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한 과발현은 류머티즘성

본 실험에 사용된 수국차 잎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 감로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및 암(cancer)과 연관이 있다

원에서 재배되어 건조된 상태로 제공받았으며 열수 및 에탄

고 알려져 있다(Manzi와 Wasko, 2000). 그리고 LPS에 의

올 추출을 실시하였다. 열수 추출(HSW)의 경우 시료 중량

해 자극받은 대식세포는 COX-2의 발현을 증가시켜 염증반

10배 양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99°C에서 3시간 환류 냉각

응을 유지한다(Sinha 등, 2007). Mitogen activating pro-

추출하였으며, 에탄올 추출(HSE)의 경우 70% 에탄올에 침

tein kinase(MAPK) 신호전달 경로는 대식세포의 TLR-4

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방치한 후 상층액과 침전물을 분리

와 MD-2 복합체가 LPS를 인식하면 염증인자의 발현을 조

하여 3회 반복 추출하였다. 각 추출물은 여과지(Whatman

절하는 주요 경로로 알려져 있다(Park 등, 2017). MAPK

No.2,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이용하

family인 ex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ERK),

여 여과한 후 농축･동결 건조하여 추출물을 얻었으며 냉장

c-Jun N- terminal kinase(JNK), p38은 cytokine, growth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되었다.

factor 및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신호의 조절자로
서 역할을 하고 다양한 세포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도 알려

전자공여능 측정

져 있으며(Park 등, 2017), 특히 대식세포에서 MAPK의 인

전자공여능은 Blois(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

산화 증가는 전사 번역 시 염증 매개체 합성 조절에 관여하

이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100 μL에 0.2 mM의 1,1-di-

여 염증반응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Kaminska, 2005;

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Aldrich Co.) 50

Shin 등, 2012). MAPK 경로의 활성화는 NF-κB와 같은

μL를 넣어 잘 혼합한 후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전사조절인자의 발현 조절을 통해 NO와 다양한 염증 매개

ELISA reader(PowerWave XS, BioTek Instruments, Inc.,

cytokine의 생성을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과다 생산된 NO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와 cytokine은 심각한 조직 손상 및 패혈성 쇼크를 유발할

측정하였다. DPPH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은 시료용액의 첨

수 있으므로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Nakano

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등, 1998). 이러한 이유로 인해 MAPK의 인산화 억제는 NO
의 발현을 유도하는 iNOS와 COX-2를 억제하여 결국 항염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증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Ci 등, 2010).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의 측정은 Park 등(2016)의 방법

수국차는 Hydrangea serrata Seringe라고 하며 우리나

에 의해 측정하였다. 7.4 mM ABTS[2,2′-azinobis(3-

라 16속 36종에 분포된 범의귀과(Saxifragaceae)의 낙엽저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Sigma-Aldrich

목으로(Kim 등, 2003), 수국차의 잎을 따서 만든 차를 감로

Co.] 0.5 mL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K2S2O8) 88

차 혹은 이슬차라고 하는데 부드러운 단맛과 은은한 박하향이

μL를 섞은 용액 1 mL와 에탄올 88 mL를 혼합한 ABTS용액

특징이다(Zehnter와 Gerlach, 1995). 수국차는 수국과는

1 mL를 1:1로 섞은 후 12시간 동안 라디칼을 형성시킨 용액

다른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발 700 m 이상의 고랭지에

을 99% 에탄올에 약 1:13의 비율로 섞어서 734 nm에서

서 재배되며 중국의 첨엽차(Hydrangea aspera DON)에 비

대조구의 흡광도 값이 0.7±0.002가 되도록 조절한 ABTS

해 독성이 없고 일본의 아마차(Hydrangea macrophylla

solution을 사용하였다. 시료용액 100 μL와 ABTS solution

var. acumimata MAKINO)에 있는 쓴맛과 불쾌한 뒷맛이

100 μL를 혼합하여 30초간 진탕한 후 1분간 상온에서 반응

없이 설탕의 1,000배나 되는 청량한 단맛을 가지는 것으로

시키고 ELISA reader(PowerWave XS, BioTek Instru-

보고되었다(Kim 등, 2003). 수국차에 함유된 썬버지놀

ments, Inc.)로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thunberginols)과 하이드라직에시드(hydrageic acid)는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효과는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항당뇨성을 가지며(Zhang 등, 2007), 그밖에 구강세균에 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한 항균성(Matsuda 등, 1999), 항알레르기성(Yoshikawa
등, 1992) 및 항궤양성(Yamahara 등, 1994)에 효과가 있는

세포의 배양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직 수국차에 대한 항염증 효

Mouse 유래 macrophage cell line인 RAW 264.7 cell은

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PS로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으로부터 분양받았으며, 10

자극한 RAW 264.7 cell에 다양한 농도의 수국차 추출물을

% fetal bovine serum과 penicillin/streptomycin(Sigma-

처리하여 iNOS, COX-2의 발현 및 MAPK 경로에서의 단백

Aldrich Co.) 100 unit/mL가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질 발현을 분석함으로써 수국차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을 확

Eagle’s medium(Gibco BRL Co., Grand Island, NY, USA)

인하고자 실시하였다.

배지를 사용하여 37°C, 5% CO2 incubator(MCO-18AIC,
SANYO Co., Sakata, Japan)에서 배양하였고 2~3일에 한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추출

번씩 계대 배양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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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별로 처리하고 30분간 반응시킨 뒤 LPS를 1 μg/mL

세포 생존율
세포 생존율 측정은 Mosmann(1983)의 방법에 따라 측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 후에 상등액을 제거하고

정하였다. RAW 264.7 cell을 96-well culture plate에

PBS로 2번 세척하였다. Cell을 harvest 하여 Radio-im-

1×105 cells/mL가 되게 0.18 mL 분주하고, 시료를 농도별

muno-precipitation assay lysis buffer 200 μL에 cell을

로 조제하여 0.02 mL 첨가한 후 5% CO2 incubator에서

용출시켜 단백질을 수확･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은 Brad-

24시간 배양하였다. 여기에 5 mg/mL 농도로 제조한 3-(4,5

ford assay로 정량하고 SDS-PAGE에서 전기영동 하여 분

-dimethylthiazole-2-yl)-2,5-diphenyltetrazolium bro-

리하였다. Gel을 3시간 동안 polyvinylidenedifluoride

mide(MTT, Sigma-Aldrich Co.) 용액 0.02 mL를 첨가하

membrane(Sigma-Aldrich Co.)에 옮긴 다음 4°C에서 4시

여 4시간 배양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형성된 formazan에

간 동안 5% skim milk로 blocking 한 후, primary anti-

각 well당 0.1 mL의 dimethyl sulfoxide 용액을 가한 후

body(Santa Cruz Biotechnology, Inc., Dallas, TX, USA)

ELISA reader(PowerWave XS, BioTek Instruments,

를 1:1,000으로 희석하여 4°C에서 overnight 한 뒤 TBST

Inc.)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로 30분간 교반하여 세척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고 각각의
HRP-conjugated secondary antibody(Santa Cruz Bio-

세포 내 활성산소종 생성 측정

technology, Inc.)를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

과산화수소(H2O2)에 의한 세포 손상으로 인한 활성산소

고 다시 TBST로 10분간 교반하여 세척하는 과정을 3회 반

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을 측정하기 위

복한 뒤 ECL 용액을 가한 후 Western imaging system

한 실험은 Wolfe와 Liu(2007)의 방법을 변형하여 진행하였

(EZ-Capture MG, ATTO, Amherst, NY, USA) 기기를 이

4

다. RAW 264.7 cell을 3×10 cells/mL의 농도로 부유시켜

용하여 밴드 확인 및 정량하였다.

96-well culture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배지를 제거하고 형광염료인 20 μM 2′,7′-dichlorofluo-

통계처리

rescin diacetate(DCFH-DA, Sigma-Aldrich Co.)를 90 μ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25.0(IBM SPSS Inc.,

L 처리한 후 20분간 배양하고 시료용액을 농도별로 선 처리

New York, NY,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

한 다음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DCFH-DA를 제거한 후

내었고, 각 처리군 간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분산분석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3번 washing 하고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확

나서 500 μM의 과산화수소 100 μL를 처치하고 30분간 다

인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로 다중비

시 배양한 뒤 형광도를 측정하였다. DCF 형광도는 ex-

교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citation 485 nm, emission 530 nm의 파장에서 infinite
PRO(INFINITE F200 PRO, TECAN, Grödig, Austria)로

결과 및 고찰

분석하여 축적된 ROS에 결합한 형광 DCF-DA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 활성 결과

NO 저해능 측정

여능에서 사용되는 DPPH는 비교적 안정한 자유라디칼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표적인 실험법인 전자공
RAW 264.7 cell에서 생성되는 NO의 양은 Green 등

성질을 가지며, 517 nm에서 특징적인 광흡수를 나타내는

(1982)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세포를 6-well culture

보라색 화합물이다(Ancerewicz 등, 1998). 만일 시료가 항

5

plate에 1×10 cells/mL가 되게 seeding 한 후 24시간 동

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다면 DPPH가 가진 지질산화에 관여

안 배양하여 confluence가 80%일 때 PBS로 2번 세척하고

하는 자유라디칼의 비공유결합을 소거하여 DPPH의 환원성

무혈청 배지를 사용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뒤 시료를 농

을 높일 것이고, 환원이 많이 될수록 보라색을 잃게 되어 UV

도별로 처리하였다. 4시간 후에 LPS(Sigma-Aldrich Co.)

측정 시 그 수치도 낮아진다(Heo 등, 2006). 본 실험에서는

1 μg/mL를 대조군(Non)을 뺀 모든 well에 넣어 4시간 동안

양성대조군으로 butylated hydroxy anisole(BHA)이 사용

자극한 후 상층액을 모아 동량의 Griess reagent로 10분간

되었으며, BHA는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대표적인 합성항

반응시키고 NO의 생성량을 ELISA reader(PowerWave

산화제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우수하지만 생체 효소

XS, BioTek Instruments, Inc.)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및 독성으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현재는 이러한

측정하였다.

합성항산화제를 대체할 천연항산화제를 연구하고 있는 추
세이다(Chan 등, 1993). 수국차 추출물에 대한 전자공여능

Western blot을 통한 단백질의 발현 측정

활성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HSW와 HSE 모두 농도

단백질의 발현을 보기 위해 RAW 264.7 cell을 96-well

의존적으로 소거효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500

culture plate에 1×106 cells/mL로 seeding 후 24시간 동

μg/mL 농도에서 HSW는 81.71±5.96%의 우수한 DPPH 라

안 배양하여 cell을 안정화했다. 배지를 제거한 후 시료를

디칼 소거능을 보였고 같은 농도에서 HSE는 89.56±1.54%

수국차 추출물의 항염증 메커니즘 분석

Tabl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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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

Concentration
(μg/mL)

HSW

Samples
HSE

BHA

Concentration
(μg/mL)

10
50
100
500
1,000

27.44±9.28c1)
59.10±9.72b
73.87±1.87a
81.71±5.96a
81.81±4.52a

13.85±7.47d
41.65±5.01c
54.40±3.43b
89.56±1.54a
91.43±0.92a

62.85±0.85c
94.83±2.25b
96.95±0.78a
97.22±0.70a
97.48±1.44a

10
50
100
500
1,000

HSW

Samples
HSE

18.48±3.06d1) 12.44±2.53d
52.09±4.93c
39.26±2.81c
b
75.05±8.50
58.17±6.53b
99.41±0.63a
96.06±5.48a
a
100.14±0.70
100.03±0.65a

BHT
36.86±1.55d
83.33±4.25c
91.05±2.25b
99.22±0.13a
99.67±0.52a

HSW: water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HSE: 70%
ethanol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BHA: butylated
hydroxy anisole (positive control).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HSW: water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HSE: 70%
ethanol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BHT: butylated
hydroxy toluene (positive control).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의 소거능을 보였다. 합성항산화제인 BHA가 같은 농도에서

은 농도에서 99.22±0.13%의 활성을 보인 것과 비교하여

약 97.22±0.70%의 소거능을 보인 것과 비교하여 유의할만

유의할만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10, 50, 100, 500, 1,000

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10, 50, 100, 500, 1,000 μg/mL의

μg/mL의 농도에서 HSW는 18.48±3.06%, 52.09±4.93%,

농도에서 HSW는 27.44±9.28%, 59.10±9.72%, 73.87±

75.05±8.50%, 99.41±0.63%, 100.14±0.70%, HSE는

1.87%, 81.71±5.96%, 81.81±4.52%, HSE는 13.85±7.47

12.44±2.53%, 39.26±2.81%, 58.17±6.53%, 96.06±

%, 41.65±5.01%, 54.40±3.43%, 89.56±1.54%, 91.43±

5.48%, 100.03±0.65%, BHT는 36.86±1.55%, 83.33±

0.92%, BHA는 62.85±0.85%, 94.83±2.25%, 96.95±0.78

4.25%, 91.05±2.25%, 99.22±0.13%, 99.67±0.52%).

%, 97.22±0.70%, 97.48±1.44%). Lim 등(2008)은 감잎차

Jeong 등(2011)은 비파나무잎차 열수 추출물의 ABTS 라디

와 녹차의 침출액을 1%(w/v)의 농도로 추출하여 전자공여

칼 소거 활성을 실험한 결과 500 μg/mL의 농도에서 61.23

능 실험을 했고 그 결과 감잎차는 65.7±3.7%, 녹차는 68.4

%의 활성을 보였다고 보고했으며, Jeong 등(2008)은 조릿

±0.3%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대 잎의 80% 메탄올 추출물에 대한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Jo 등(2017)은 그라비올라 잎 추출물이 1,000 μg/mL의 농

이 1.25 mg/mL의 농도에서 83.85%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도에서 55.33%의 소거 활성을 보고한 것과 비교했을 때 수

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수국차 추

국차 추출물의 소거 활성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Jeong 등(2011)이 보고한 비파나무잎차 열수 추출물에서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500 μg/mL의 농도에서 89.09%의

세포 생존율 측정 결과

효과가 있었다고 한 것과 비교했을 때 HSW(81.71%)와

Yellow tetrazolium salt MTT는 담황색 기질로서 살아

HSE(89.56%)의 결과와 유의할만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내의 reductase에 의해 환원되
어 formazan을 생성하는데, 죽어있는 세포에서는 형성되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결과

않고 살아있는 세포의 수가 많을수록 formazan의 생성도

ABTS 라디칼을 이용한 항산화력의 측정은 potassium

많아지고 세포의 성장을 측정할 수 있다(Gross와 Lapiere,

persulfate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자유라디칼이 추

1962). 수국차 추출물을 농도별(10, 25, 50, 75, 100 μg/

출물 내의 항산화력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 라디칼 특유의

mL)로 처치한 RAW 264.7 cell의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 것을 이용한 측정 방법이다. 본 실

MTT assay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험에서는 양성대조군으로 butylated hydroxy toluene

RAW 264.7 cell에 대하여 HSW와 HSE 모두 100 μg/mL

(BHT)이 사용되었으며, BHA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저렴하

이하의 농도에서 각각 88.86%와 82.33% 이상의 세포 생존

고 효과가 우수한 대표적인 합성항산화제이나 생체 효소 및

율을 나타내었다. Yoo와 Lee(2020)는 애플망고 잎의 열수

독성으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현재는 이러한

와 에탄올 추출물을 RAW 264.7 cell에 처치한 후의 세포

합성항산화제를 대체할 천연항산화제를 연구하고 있는 추

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100 μg/mL의 농도에서 열수의 경우

세이다(Chan 등, 1993). 수국차 추출물에 대한 ABTS 라디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고 에탄올의 경우에는 80% 이상

칼 소거 활성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HSW와 HSE

의 생존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국차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소거 효능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500

추출물과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

μg/mL의 농도에서는 각각 99.41±0.63%와 96.06±5.48%

탕으로 세포의 NO 소거능 실험은 추출물 자체의 세포독성

의 우수한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조군인 BHT가 같

으로 인한 지시세포 사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100

최은영 ․ 장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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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viability assay on macrophage
RAW 264.7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The cells were treated for 24 h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Non: not treated
any extract, HSW: water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HSE: 70% ethanol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μg/mL 이하의 농도까지 처치하여 진행하였다.

추출물의 ROS 발현에 대한 영향을 실험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과산화수소 비처리군(Non)에서의 ROS 생성은

세포 내 ROS 생성 소거 결과

약 31.98%였으며 500 μM의 과산화수소 단독처리군(Con)

체내에서 정상적인 대사과정 중에 생성되는 ROS는 su-

과 비교해서 수국차 추출물들은 대부분 농도 의존적으로

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와

ROS의 생성이 억제되었고, 특히 HSW와 HSE 100 μg/mL

같은 체내의 항산화 효소들에 의해 제거된다(Aniya와 Naito,

의 농도에서 Con에서의 ROS 생성량 대비 각각 49.30%와

1993). 그러나 과도하게 생성된 ROS는 세포들의 산화적 손

52.40%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Kim 등(2012)은 왕쥐

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염증반응의 신호전달계와 연결되

똥나무잎 에탄올 추출물에서의 ROS 소거 활성을 실험하였

어 암, 치매,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질환이

는데, 그 결과 LPS를 처리한 대조군에서는 36.55%로 현저

나 노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Knowles와 Moncada,

히 증가하였고 왕쥐똥나무잎 에탄올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

1994). DCFH-DA는 쉽게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확산

치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0.05 mg/

하여 세포 안의 esterase에 의해 형광을 잃은 DCFH로 가수

mL의 농도에서 23.86%의 양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분해되고, 이후 ROS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높은 형광을 띠는

약 38.72%의 생성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CF로 빠르게 산화하며, DCF의 형광 강도는 세포 안의

이러한 결과는 수국차 추출물의 ROS 소거 활성이 더욱 더

ROS의 양과 비례한다(Choi 등, 2016). 세포에 DCF-DA를

우수함을 보여준다.

적용한 후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ROS를 발현시켜 수국차

Hydrangea serrata
Seringe
H2O2 (500 μM)

-

-

+

+

+

+

-

+

+

+

+

+

Fig. 2. Reactive oxygen species scavenging
ability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The cells were treated for 24 h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before treatment with H2O2
(500 μM) for 30 min. Non: not treated any
extract and H2O2, Con: only treated H2O2,
HSW: water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HSE: 70% ethanol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Results are mean±
SD of triplicate dat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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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각 약 7.5%, 19.5%, 29.8%의 저해 효과가 나타났다고

NO 저해 활성 측정 결과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로 잘 알려진 대식세포는
조직과 장기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로서 손상된 부위를 회복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수국차 추출물의
저해 효능이 더욱 우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시키기 위해 여러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어 NO와 전염증성
cytokine들의 생성을 촉진하여 감염 초기의 생체 방어에 중

iNOS 및 COX-2 단백질 발현 억제 결과

요한 역할을 한다(Jeong 등, 2012b; Yeom 등, 2004). 이러

염증반응은 생체나 조직에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적 물질,

한 전염증성 cytokine들과 NO와 같은 염증인자들은 통증,

세균 감염 등의 어떠한 기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침습이

부종, 열과 같은 염증반응을 일으키며, 염증 부위로부터 면

가해질 때 그 손상 부위를 수복하고 재생하려는 기전이다

역세포의 이동을 촉진한다(Kim 등, 2012). 즉, 그람음성균

(Tizard, 2012). 자극이 가해지면 국소적으로 염증성 성분

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내독소인 LPS를 마우스 대식세포주

과 같은 혈관 활성 물질이 유리되어 혈관 투과성이 증대되면

의 일종인 RAW 264.7 cell에 처리하면 iNOS가 발현되어

서 염증을 유발하며, 지속적인 염증반응은 점막 손상을 촉진

많은 양의 NO를 생성하게 되며, 이에 의한 세포독성은 염증

하고 그 결과 여러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Willoughby,

반응, 세포의 돌연변이 및 종양 발생 등에도 관여하므로 염

1975). 염증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NO는 매우 반응성이 큰

증반응과 관련된 조직 손상에 NO와 iNOS의 발현이 증가함

물질로 iNOS로부터 생산되며 그 자체로 조직 손상과 염증

이 보고되어 있다(Mori, 2007). 본 연구에서는 RAW 264.7

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염증 매개체의 생합성을 촉진하여

cell에 LPS를 처리하여 자극하고 수국차 추출물을 첨가했을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bina와 Reichner,

때 NO 생성의 억제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1995). COX는 cyclooxygenase와 peroxidase 활성을 모

Fig. 3에 나타내었다. LPS 단독처리군(Con)을 기준으로

두 가지고 있는 효소이다. Cyclooxygenase 기능으로는

LPS와 함께 HSW와 HSE를 처리했을 때 두 추출물 모두

arachidonic acid를 prostaglandin으로 변환하고 perox-

농도 의존적으로 NO의 생성량이 감소하였으며, 100 μg/mL

idase 기능으로는 endoperoxide를 prostaglandin으로 변

의 농도에서 HSW와 HSE는 Con에서의 NO 생성량 대비

환시키며, prostaglandin은 prostaglandins, thromboxane

약 24.87%와 31.35%의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Yoo와

및 prostacyclins의 전구체로 사용된다(Yun 등, 2008). 이

Lee(2020)는 애플망고 잎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또한 유사 형태가 2가지 존재하는데, COX-1은 정상세포의

NO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LPS 처리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조직에 발현되어 있고

에 비해 열수와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군이 100 μg/mL의

prostaglandin을 생산하여 신장의 혈액 흐름을 조절하거나

농도에서 약 70%와 65%의 NO가 생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위장의 세포를 보호하는 등의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하였으며, 이는 수국차 추출물과 비교하여 약간 우수한 결과

반대로 COX-2의 경우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나 손상 혹은

값이고 유의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Koh 등

여러 요인의 스트레스에 반응한 대식세포에서 발현된다

(2009)은 민들레 잎을 온도별로 열수 추출하여 NO 생성의

(Hume 등, 2007). 특히 급성 염증반응에서 prostaglandins

저해 활성을 분석하였는데, 60°C에서 추출했을 때 가장 우

의 합성에 관여하고 LPS 및 cytokine에 의해 발현이 유도된

수한 저해 효능을 보였고 250, 500, 1,000 μg/mL의 농도에

다(Hume 등, 2007). 즉, iNOS와 COX-2의 발현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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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itric oxide inhibition assay on macrophage RAW 264.7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The cells were treated for
24 h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Non:
not treated any extract and LPS, Con: only
treated LPS, HSW: water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HSE: 70% ethanol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g)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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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The cells were
treated for 24 h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before treatment with LPS (1 μg/mL)
for 24 h and the suppression of iNOS and COX-2 were assayed by western blot. Non: not treated any extract and LPS, Con:
only treated LPS. (A) HSW: water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B) HSE: 70% ethanol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PGE2는 면역세포의 대표적인 염증인자이다(Yun 등, 2008).

화 증가는 전사 번역 시 염증 매개체 합성 조절에 관여하여

그리고 Jeong 등(2012a)은 iNOS의 단백질 발현억제가 NO

염증반응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Kaminska, 2005;

생성 억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Shin 등, 2012). ERK 신호전달 경로에서 인산화된 p-ERK

RAW 264.7 cell에 LPS를 1 μg/mL 농도로 처치한 후 수국

는 자극인자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활성화되는 반면, p38 및

차 추출물을 농도별로 주입했을 때의 iNOS와 COX-2 발현

JNK는 stress 반응경로를 구성하여 염증성 cytokine 같은

의 억제 정도를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하였다(Fig. 4).

인자로 유도된 세포 스트레스에 의해 인산화된다고 보고되

염증발현인자인 iNOS와 COX-2의 단백질 발현은 농도 의

었다(Tizard, 2012). 본 연구에서는 수국차 추출물의 NO

존적으로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iNOS의 경우 HSW와

생성 억제 활성이 ERK, JNK, p38의 인산화 억제와 관련이

HSE 모두 100 μg/mL의 농도에서 Con과 비교하여 매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LPS(1 μg/mL)로 자극한 RAW 264.7

우수한 억제 효과(약 71.33%와 73.98%)를 나타내었다(P<

cell에 다양한 농도의 수국차 추출물을 처리하여 ERK, JNK,

0.05). Yoo와 Lee(2020)는 애플망고 잎 열수와 에탄올 추

p38의 인산화를 확인하였다(Fig. 5). HSW의 경우는 LPS

출물에 대하여 iNOS와 COX-2의 저해 효과를 확인하였고,

처리한 후의 ERK, JNK, p38의 인산화가 농도 의존적으로

그 결과 50 μg/mL의 농도에서 열수 추출물은 40.3%와

감소하였으며, 특히 ERK의 인산화가 Con과 비교하여 약

29.7%, 에탄올 추출물은 78.9%와 32.8%의 저해를 나타내

41.8%가 억제되었다. HSE 또한 ERK, JNK, p38의 인산화

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국차 추출물의 저해

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00 μg/mL의 농도에서

활성이 유의할만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의 발현 정도가 LPS 비처리군(Non)과 비교하여 유의한 억제
효과(35.37%, 38.28%, 51.01%)를 보였다(P<0.05). Cho

MAPK의 발현 및 인산화 저해 효과

등(2017)은 그라비올라 잎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MAPK

MAPK family인 ERK, JNK, p38은 cytokine, growth

인산화 억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50 μg/mL의 농도

factor 및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신호의 조절자로

에서 ERK, JNK, p38의 인산화가 각각 약 5%, 39.1%, 42.3

서 역할을 하고, 다양한 세포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도 알려

% 저해되어 항염증 효과를 기대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져 있다(Park 등, 2017). 또한 대식세포에서 MAPK의 인산

서도 수국차 추출물의 MAPK의 인산화가 억제되므로 NO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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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uppression effects of MAPK phosphorylations in LPS-stimulated RAW 264.7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The
cells were treated for 24 h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extracts before treatment with LPS
(1 μg/mL) for 24 h and the suppression of phophorylations of ERK, JNK, and p38 were assayed by western blot. Non: not treated
any extract and LPS, Con: only treated LPS. (A) HSW: water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B) HSE: 70% ethanol extract
of Hydrangea serrata Seringe.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생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은 LPS 단독처리군(Con)을 기준으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iNOS와 COX-2의 단백질 발현의 경우도 HSW와

요

약

HSE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MAPK의 신호전달 경로에서 ERK, JNK, p38의 인산화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국차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 효과와 LPS에

농도 의존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이러한 MAPK

유도된 RAW 264.7 cell에서 발현되는 염증인자인 NO 및

의 인산화 억제는 NO와 PGE2의 발현을 유도하는 iNOS와

iNOS와 COX-2의 억제와 MAPK의 인산화 억제를 확인하

COX-2를 억제하므로 결국 수국차 추출물이 염증 관련 인자

고자 하였다. 전자공여능 실험과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들의 생성을 억제 및 조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수국차

실험의 결과, HSW와 HSE는 모두 500 μg/mL의 농도에서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 및 항염증에 관한 연구보고는 극히

우수한 소거능을 보였다. ROS 소거 활성능 결과 또한 HSW

미비하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국차 추출물이 식품

와 HSE 모두 100 μg/mL의 농도에서 과산화수소 단독처리

과 화장품 분야에 유용한 항염증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군(Con)에서의 ROS 생성량 대비 각각 49.30%와 52.40%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수국차 추출물의 유효성분에 관한

의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다. 항염증 실험의 결과 HSW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HSE 모두 LPS에 유도된 RAW 264.7 cell에서의 NO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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