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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ofSec-O-glucosylhamaudol,aCompoundfrom

Peucedanum japonicum ThunbExtractonthe

LPS-StimulatedRAW264.7CellLines

Kim,Jina

Advisor:Prof.Lim,KyungJoon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BACKGROUND:Sec-O-glucosylhamaudol(SOG)is one ofthe major

bioactive compounds from Ledebouriella seseloides.SOG is a critical

sourceofnaturalantioxidantswithcancerchemopreventiveactivities.

METHODS:ThepresentstudywasdesignedtodeterminewhetherSOG

could inhibit interleukin (IL)-6 expression i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RAW 264.7murinemacrophagecellline.

RESULTS:SOG suppressedtheexpression ofLPS-inducedIL-6in a

dose-dependentmanner(p<0.05).Moreover,SOG inhibitedtheexpression

of GM-CSF, TNF-α, siCAM-1 and RANTES in LPS-stimulated

RAW264.7celllines(p<0.05).

CONCLUSION: Our results implied a pivotalrole of SOG as an

anti-inflammatorymod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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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최근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만성질환인 생활습 병 (lifestylerelated

disease)이 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이러한 원인은 우리 인체의 사과정에서 발생

되는 활성산소류 (reactiveoxygenspecies,ROS)에 그 원인이 있다고 알려졌다1).

활성산소는 조직 손상과 염증 발 을 매개하는 인자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염증과

정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세포의 신호 달에 요한 역할을 한다
2)
.염증

(inflammation)은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체나 내인 으로 발생하는 염증활성인자를

인지하고 없애기 해 활성화되는 인체의 극 이고 효과 인 생체 방어 기 이

다
3)
. 한 염증의 반응은 내 ·외인 인자로부터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필수 불

가결한 반응이지만,과도하고 하지 못한 염증 반응은 정상 조직의 괴뿐만 아

니라 암과 사성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4)
.염증 반응

과정에서 식세포는 외부로부터 침입되는 물질에 의해서 활성화 되는데,그에 따

른 신속한 방어기 으로서 많은 화학 인 매개체들을 생산하며 항원을 효과 으로

제거한다
5)
.하지만,이러한 화학 인 매개체들이 과도하거나 오랫동안 지속 으로

발생하게 되면 성 는 만성 염증성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

개체를 통해 발생하는 염증 반응들을 억제하는 것이 요하다6).염증반응이 자연치

유력의 증거라 할 수 있지만 염증이 계속 으로 반복되고 과도하게 쌓이는 것이

문제이다
7)
. 시 에 약리활성을 가진 천연물을 활용한 음식 는 식품성분으로 체

내 염증을 조 할 수 있다는 이론 배경으로 인하여 이 연구를 결정하게 다.염

증 반응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를 한 자극에 해 생체의 방어 반응으로서

lipopolyssaccride(LPS)와 같은 외부의 자극원과 arachidonicacid와 같은 내부의 자

극원들을 매개로한다
8)
.

방풍(Peucedanum japonicum Thunb)은 한민국의 신비스러운 약용식물로써

갯기름나물 이라고도 불리며,미나리과 식물로 높이는 60cm 정도로 자라고,

한민국의 남부지방에서 부분 쉽게 볼 수 있는 형 다년 이다
9)
.잎은 무딘

톱니바퀴 모양이고 기와 뿌리가 굵어서 거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
10)
.방풍을 분리 ·정제해보니 3'-O-angeloylhamaudol,saposhnikovan A,C,

Sec-O-glucosylhamaudol, prim-O-glucosylcimifugin, 3'-O-acetylhamaudol,

ledebouriellol, 4'-O-glucosyl-5-O-methylvisamminol, 5-O-methylvisammi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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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nthotoxin,cimifugin,bergapten,imperatorin,phellopterin,scopoletin,psoralen,

marmesin,panaxynolfalcarinol,nonanal,deltoin,falcarindiol,hamaudol,octanal,

β-sitosterol-β-D-glucoside,β-bisabolene,β-eudesmol,vanillic acid,hexanal,

cuparene,β-sitosterol,D-mannitol,anomalin등의 화학성분들이 있는데 그 본

연구에서는 Sec-O-glucosylhamaudol정제물에 주목을 하 다
11)
.방풍의 이름

그 로 풍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이 해져 왔고,동의보감에서도 어지럼증,맥풍,

통풍 다양한 풍증에 효과가 있다고 언 되고 있다
12)
.방풍의 어린 순은 나물 등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뿌리에는 nodakenetin (C14H14O4), decursidin,

umbelliferone,pencordin,coumarin 등의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인 루엔자

바이러스와 항박테리아 활성을 나타내며 감기약 등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13)
.

재까지 보고된 방풍에 한 국내 실험연구는 성 치매의 방 치료 효과,

압강하작용,탄력섬유의 재생 회복 효과,Azoxymethane으로 유도된 장암

마우스에서의 항암효과,면역 항암 활성 비교 등이 보고되었다
14)
. 한 방풍 잎

추출물에 한 연구로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마우스에서의 항비만 효과,부탄올

분획물의 항산화효과의 연구논문들은 있었지만 재 항염증의 체 인 Proteome

Profile분석에 한 선행연구는 없었다15).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방풍의 정제물을 상으로 Proteome Profile Array

Assay를 통한 염증성 질환의 방 치료에 유의 인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16)
.방풍의 여러 성분들 Sec-O-glucosylhamaudol(SOG)성분이 약제가 아

닌 천연 식물 소재로서 방풍이 LPS로 활성화된 RAW264.7세포주에서의 염증성

cytokine생성 세포 신호계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한다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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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PhotoofPeucedanum japonicum Thunb

Fig.2.StructureofSec-O-glucosylhamau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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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료 방법

1.실험을 한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방풍 (Peucedanum japonicum Thunb)의 SOG 정제물은 한국

한방산업진흥원의 천연물 물질은행 (Gyeongsangbuk-do,SouthKorea)에서 구입하

여 실험에 사용하 다 (Fig.1,Fig.2).

2.시 약

본 실험에 사용한 메탄올 시약은 1 시약을 사용하 고,lipopolysaccharide

(LPS),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penicillin,streptomycin 그리고 dimethylsulfoxide (DMSO)는 Sigma-Aldrich

(SaintLouis,MO)로 부터 구입하 으며,Dulbecco'sModifiedEagle'smedium

(DMEM)과 10% fetalbovine serum (FBS)은 Life Technologies Korea LLC

(Seoul,SouthKorea)에서 구입하 다.

3.RAW264.7세포주 배양

실험에 사용한 마우스 식세포 RAW264.7세포주는 한국세포주은행 (Seoul,

SouthKorea)로 부터 분양 받았으며,DMEM에 10% FBS,100U/㎖ penicillin

100 ㎍/㎖ streptomycin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여 37℃,5% CO2 incubator

(Sanyo,Japan)에서 배양하 다.세포의 증식에 따른 과 도 상을 해소하기 하

여 2일마다 계 배양하 다.

4.세포 생존율 분석

배양된 RAW264.7cellline을 96wellplate에 3×10
5
cells/㎖의 농도로 희석하여

180㎕의 배지에 종한 후 37℃,5% CO2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그 후에 각각 250그리고 500㎍/㎖ 농도로 희석한 시료 5% DMSO에 녹여 각

well에 20㎕를 첨가하고 37℃,5% CO2incubator에서 24시간을 배양한 후 상등액

을 pasteurpipet으로 제거한 후 비된 MTT solution을 각 well에 50㎕씩 넣고

96wellplate를 호일에 싸서 4시간 더 배양하 다.이후 96wellplate를 꺼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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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eurpipet으로 MTT solution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DMSO를 150㎕씩 가한

후 ELISA reader(MolecularDevice,Sunnyvale,CA)를 이용하여 540㎚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5.ProteomeProfileArrayAssay

총 세포 단백질은 R&Dsystem (Minneapolis,MN)에서 구입하여 제공되는 시약

로토콜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표 마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B

cellattracting chemokine-1 (BCA-1),complement component 5a (C5/C5a),

granulocyte-colonystimulatingfactor(G-CSF),granulocytemacrophage-colony

stimulating factor(GM-CSF),thymus-derived chemotacticagent3(TCA-3),

eotaxin-1, soluble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 1 (sICAM-1),

interferon-gamma (IFN-γ), interleukin-1alpha (IL-1α), IL-1β, IL-1receptor

antagonist(IL-1ra),IL-2,IL-3,IL-4,IL-5,IL-6,IL-7,IL-10,IL-13,IL-12p70,

IL-16, IL-17, IL-23, IL-27, IFN gamma-induced protein 10 (IP-10),

IFN-inducibleT-cellalphachemoattractant(I-TAC),chemokine(C-X-Cmotif)

ligand 1(CXCL1),macrophage-colony stimulating factor(M-CSF),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MCP-5,monokine induced by gamma

interferon(MIG),macrophageinflammatoryprotein-1alpha(MIP-1α),MIP-

β,MIP-2,regulated on activation normalT cellexpressed and secreted

(RANTES), stromalderivedfactor-1(SDF-1),thymusandactivationregulated

chemokine (TARC),metallopeptidase inhibitor-1 (TIMP-1),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그리고 triggeringreceptorexpressedonmyeloidcells-1

(TREM-1)의 항목들을 측정하 다.

6.통계처리

각각의 실험들은 3반복 이상으로 실험하 으며,실험결과는 평균값 ±표 편차로

계산하여 측정하 다. 통계 유의성은 ANOVA 와 t-test로 검증하 으며

Duncan'smultiplerangetest로 사후 분석을 실시하 고,p값이 0.05미만 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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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실험결과

1.세포 생존율 (MTT Assay)

방풍 SOG정제물의 세포 생존율에 한 향을 측정하기 해 RAW264.7세포

주에 SOG의 농도를 각각 250그리고 500㎍/㎖로 처리하 다.CO2incubator에서

24hours지난 후에 세포 생존율을 MTT assay를 통하여 측정하 다.실험결과

SOG는 250그리고 500㎍/㎖의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각각 95그리고 96%로

모두 95% 이상으로 나타나서 control군과 비교했을 때 SOG군의 RAW264.7세포

생존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ig.3).

Fig.3.EffectofSOG ontheviabilityofRAW 264.7celllines

Thecelllineswereincubatedfor24hourswithmedium orSOG.Thecell

viabilitywascalculatedbyMTTassay.Datarepresentthemean±SDofthree

independentexperiments.Studentt-testwasused toexaminethedifference

between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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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ouseCytokineArrayAssay

LPS로 자극한 RAW264.7cellline에서 방풍의 정제물인 SOG가 염증기 에

련된 마커의 발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LPS로 RAW264.7cellline을 활성

화 한 후 방풍정제물이 10여 가지의 inflammatorymediator의 억제를 통해 염증반

응을 제어하는 것을 확인하 다.이와 같은 결과로 GM-CSF,IL-6,TNF-α,

sICAM-1그리고 RANTES 등을 유의 으로 억제하는 경향을 보 다 (p<0.05,

Fig.4,Fig.5).

Fig.4.MouseCytokineArrayAssay

RAW264.7celllinesweretreatedwithSOG (250,500µg/ml)andthentreated

withLPS(1µg/ml)for18hours.

A :Nonetreatment B:LPS(1µg/ml)

C:LPS(1µg/ml)+SOG(250µg/ml) D :LPS(1µg/ml)+SOG(500µg/ml)

1:G-CSF(granulocyte-colonystimulatingfactor)

2:GM-CSF(granulocytemacrophage-colonystimulatingfactor)

3:IL-6(interleukin-6)

4:CXCL1(chemokine(C-X-Cmotif)ligand1)

5:TNF-α (tumornecrosisfactor-alpha)

6:MCP-1(monocytechemoattractantprote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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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sICAM-1(solubleintercellularadhesionmolecule1)

8:MIP-1α (macrophageinflammatoryprotein1alpha)

9:RANTES(regulatedonactivationnormalTcellexpressedandsecreted)

10:IP-10(interferongamma-inducedprotein10)

11:IL-1α (interleukin-1alpha)

12:IL-1β (interleukin-1beta)

13:IL-1ra(interleukin-1receptorantagonist)

14:MIP-2(macrophageinflammatoryprotein2)

15:MIP-1β (macrophageinflammatoryprotein-1beta)

16-18:PositiveControl

19:NegativeControl

Fig.5.DensitometryAnalysisofMouseCytokineArray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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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264.7celllinesweretreatedwithSOG (250,500µg/ml)andthentreated

with LPS(1 µg/ml)for18 hours.Valuesareshown asmeans ± standard

deviation,anddataarefrom threeindependentexperiments.

* Levels were statistically differentfrom those ofLPS-treated controlby

ANOVA andDuncan’smultiplerangetest(p<0.05).

**Levelswerestatisticallydifferentfrom thoseof250mg/mlLPS-treatedgroup

byANOVAandDuncan’smultiplerangetest(p<0.05).

본 실험계에서 발 을 보이지 않은 BCA-1,C5/C5a,TCA-3,eotaxin-1,

IFN-γ,IL-2,IL-3,IL-4,IL-5,IL-7,IL-10,IL-13,IL-12p70,IL-16,IL-17,IL-23,

IL-27,I-TAC,M-CSF,MCP-5,MIG,SDF-1,TARC,TIMP-1그리고 TREM-1

등의 염증성 마커들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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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고 찰

본 연구는 방풍의 정제물인 SOG가 LPS로 활성화된 RAW264.7세포주에서의 염

증성 cytokine억제 억제 기 을 확인하기 하여 수행되었다.SOG에 한 연

구는 1982년도 처음으로 국 방풍 (Ledebouriellaseseloides)의 chromone으로부터

발견이 되었으며
18)
,이어 2001년 Saposhnikoviadivaricata(식방풍)에서 마취제 성

분으로 SOG를 확인 하 다
19)
.그리고 2007년 강황(Ostericum koreanum)에서 SOG

가 확인 되었고
20)
,2010년 방풍과 같은 성질을 갖은 Chromone 하나로 알려진

bisabolangelone에서 LPS유도 RAW264.7cell에서 염증을 해 시키는 것을 밝힌

연구논문도 있었다
21)
.2013년 연구논문에서 chromone은 류마티스 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며
22)
,우리 방풍에 함유된 SOG 한 염증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상할 수 있었다.이를 미루어 보아 SOG가 염증 해가 있는 것으로 추측

이 되지만 실질 인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본 연구는 처음으로 SOG가 염증

해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 으며,염증 련 사이토카인의 억제도 확인 하 다.

하지만 구체 인 염증 해의 메커니즘은 확실히 알 수가 없었기에 발 된 물질들

의 염증 해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SOG의 역할을 간 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염증은 조직의 손상과 병원균 침입으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가장 요한 기

의 하나이다. 한,염증의 병리기 은 cytokine상호작용과 많은 구 염증 유 자

의 유도에 의해 조 되는 복잡한 과정이기도 하다
23)
.정상 인 염증반응은 구염

증의 단백질 발 을 감소시키고,항염증의 단백질 발 을 증가 시키며, 기의 면

역세포 보충을 진하기 하여 변화 등의 조 이 일어난다. 식세포는 인체의

반에 걸쳐서 분포하며 염증과정의 백 구 유주에 앞서서 병원체에 항하는 즉각

방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4)
.그러나 과도한 염증반응은 인체 내에 만성

염증성 질환 발암과정을 일으킨다.LPS는 식세포에서 IL-1β,IL-6,TNF-α 

그리고 GM-CSF등과 같은 염증매개인자의 생산을 진한다.LPS로 유도된 염증

매개인자를 감소시키는 천연물 합성물질은 식세포의 활성화에 의해서 야기되

는 염증반응 등 여러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효과 인 연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식세포인 RAW264.7세포주의 생존율에 향을 미치지 않는 SOG

농도를 조사한 결과,250과 500μg/mL의 농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Fig.3).따라서,상기 농도 범 내의 SOG를 사용하여 항염증효과를 조사하



- 11 -

다. 구 염증 매개 사이토카인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본 결과 SOG의

처리가 LPS 자극에 의해 증가된 GM-CSF,IL-6,TNF-α,sICAM-1그리고

RANTES등의 발 을 모두 유의 으로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4,Fig.

5).

본 연구에서 SOG가 LPS로 인해 발 이 증가된 GM-CSF를 유의 으로 억제함

이 발견되었다(Fig.4,Fig.5).GM-CSF는 과립구 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로서

식세포,내피세포,T 세포,비만 세포 그리고 자연살해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단

백질로 백 구의 성장인자로 기능하는 사이토카인이다
25)
. 기세포가 과립구(호

구,호산구,호염기구)와 단핵구를 생산하도록 자극하며, 식세포의 수를 격히

늘려 감염반응과 항할 수 있도록 하므로 면역 감염반응의 일부를 담당한다
26)
.

Kang등은 큰느타리버섯(Pleurotuseryngii)조다당체의 면역세포 활성화 효과에

한 GM-CSF의 유의 인 효과에 해 보고하 다
27)
.GM-CSF는 골수구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유도함으로 과립구와 식세포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식세포를 활

성화시키는 물질인 LPS에 의하여 많은 양의 GM-CSF생산이 유도되는 결과를 얻

은 연구논문이다.큰느타리버섯 자실체 추출물은 식세포를 활성화시켜 GM-CSF를

분비하여 항종양 면역 활성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연구논문으로써,

SOG의 GM-CSF 발 의 결과로 인한 염증과 면역에도 효과 임을 알 수 있다.

한,SOG가 LPS로 인해 발 이 증가된 IL-6를 유의 으로 억제함이 발견되었다

(Fig.4,Fig.5).IL-6는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면역응답,조 계와 신경계

세포의 증식 분화, 성 반응 등에 여 한다
28)
.IL-6의 과잉 생산은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면역이상증,림 계 종양의 발증과 깊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9)
. 한,IL-6는 B cell이 plasmacell로 분화되는 마지막 단계를 활성화시키

고,염증병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본 연구에서 SOG가 IL-6의 발

을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따라서 체내 염증반응을 억제하

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본 연구에서 SOG로 인한 염증성 리간드에 한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실험을 진행하 는데,TNF-α를 유의 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발견되었다(Fig.4,

Fig.5).TNF-α는 LPS반응의 주요 매개체로서 단핵구, 식세포 비만세포에서

발생되며,염증의 개시 유지에 핵심 인 작용을 하여 염증성 병변 과정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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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발 을 보인다.특히 만성 염증 질환과 한 련이 있는데,이러한 TNF-α

는 내분비와 외분비를 통해 자신과 다른 식세포의 TNF-α 수용체에 리간드로 결

합하고 염증 매개 사 인자를 활성화시켜 염증을 심화시킨다.Kang등은 LPS로

유도된 RAW264.7세포에서 다시마 뿌리 에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에 해

TNF-α 분비를 억제함을 보고하 다
31)
.다시마 뿌리 에탄올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

가하여 RAW264.7세포의 배양 상층액 내 TNF-α를 측정한 결과,LPS처리구에서

2290.64pg/mL의 높은 TNF-α 분비량을 보 으며,다시마 뿌리 에탄올 추출물 100

µg/mL의 농도에서 1898.99pg/mL으로 억제되어 농도 의존 인 감소 효과를 확인

하 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시마 뿌리 에탄올 추출물이 RAW264.7세포에서

TNF-α 분비를 억제하여 항염증 기능에 여하는 것을 확인하 다.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SOG가 TNF-α의 발 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항염증 기능에 SOG가

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다음으로 SOG는 sICAM-1과 RANTES를 유의

으로 억제함이 발견되었다(Fig.4,Fig.5).sICAM-1은 ICAM-1(간부착 분자1)

인간 ICAM1유 자에 의해 코딩되는 단백질이며,백 구 부착 이동에 여하

는 lymphocytefunction-associatedantigen(LFA-1)의 counter-receptor로 작용하

며32),RANTES는 Chemokine(C-Cmotif)ligand5(CCL5)로도 불리워지는 사이

토카인 는 모카인으로 분류된 8kDa단백질로서 염증 부 에 백 구 모집에

극 인 역할을 한다
33)
.따라서 SOG가 sICAM-1과 RANTES를 유의 으로 억제

한다면 백 구의 모집과 이동을 감소시켜 염증반응을 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결론 으로,SOG가 LPS로 활성화된 RAW 264.7세포주에서 과도한 염증반응을

발하는 염증매개인자들 GM-CSF,IL-6,TNF-α,sICAM-1그리고 RANTES등

의 생성을 유의 으로 억제하는 양상을 보 다.이는 방풍의 정제물인 SOG가 임

상 단계에서 염증 련 질환을 방하며 기단계에 효과 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이러한 결과는 방풍의 SOG가 항염증 질환의 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기에 항염증 효과에 다양한 invivo조건의 조사 등 심층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 방풍의 정제물 SOG에 한 선행 연구논문과 작용기 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기존 연구결과가 거의 없어서,SOG가 면역작용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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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 이 있었다. 한,본 실험의 250,500

µg/ml보다 더 다양한 농도의 시료로 측정하지 못한 한계 으로 이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방풍의 약용식물

의 식이섭취로 염증 하 역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 으로 염증성 마커들의 발

을 실험 연구함으로써 방풍의 정제물 SOG에 한 앞으로의 연구자에게 한계

부분과 함께 큰 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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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방풍의 정제물인 SOG의 항염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LPS로 유도된 RAW

264.7cellline을 상으로 SOG의 농도에 따른 항염증 효과를 실험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SOG는 RAW264.7세포주에 한 생존율은 250㎍/㎖ 과 500㎍/㎖에서 안정

이었다.

2.LPS로 RAW264.7 세포주를 활성화 한 후 방풍정제물 GM-CSF,IL-6,

TNF-α,sICAM-1그리고 RANTES등의 단백질 발 을 유의 으로 억제하는

것을 보 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방풍의 정제물인 SOG는 염증성 질환의 방과 치료에 유용

한 nutraceuticals로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안

성 확보를 한 다양한 invivo실험을 통하여 임상 단계에서의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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