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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hibitory Effects of MethanolExtractof Rumex  crispus on NO
production andiNOSexpression from LPS-StimulatedMurine RAW  
264.7CellLines

Yun,In-ji

Advisor:Prof.Moon,KyungRyeM.D.,Ph.D.

DepartmentofAlternativeMedicine,

GraduateSchoolofHealthScience

ChosunUniversity

The inhibitory effects of methanol extract from Rumex crispusroots

on NO production and expression of iNOS were investigated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lines. Rumex crispus significantly

inhibited the production of NO in a dose-dependent manner.Moreover,

this extract suppressed the expression of iNOS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methanol extract from Rumex

crispusrootsmay explain some known bi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anti-inflammatory effect, and isaconsiderable benefit in the treatment

for pro-inflammatory mediator overproduction related immunologic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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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소리쟁이(Rumex crispus)는 다년생 본식물로서 높이는 50-100cm이다.뿌리는

굵고 황색이며 신맛이 난다. 기는 직립하고 보통 분지되지 않았으며 얕은 홈이있다

뿌리에는 emodin,chrysophanicacid,chrysophanein,1,8-dihydroxy-3-methyl-9-무

소-rone이 들어 있고 열매에는 5%의 탄닌이 들어 있다.약리작용으로는 止咳,祛痰,

平喘작용.항균,항종양작용이 있으며 뿌리와 根莖에는 vitaminB₁이 함유되어 있으

므로 健胃,强壯劑로도 쓸 수 있으며 변비,해열제,그리고 피부병 등에 외용한다 (이

창복,1980·김창민외,2003·한국약용식물학연구회,2001·배기환.2001).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Rumex속 식물로는 소리쟁이(R.crispusLinnaeus.),참소

리쟁이(R.japonicusHoutt), 소리쟁이(R.maritimusL.),좀소리쟁이(R.nipponicus

Franch.),돌소리쟁이(R.obtusifoliusL.)묵밭소리쟁이(R.conglomeratusMurr.),가

는잎소리쟁이(R.stenophyllusLedebour),호 황(R.gmeliniTurcz)애기수 (R.

acetosellaL.),수 (R.acetosaL.),토 황(R.aquaticusL.),개 황(R.longifoliusDe)

등이 알려져 있으며(이우철,1996·이창복,1980·김창민외,1998)한방에서는 동속 식

물등의 뿌리를 양제근(羊蹄根)이라 하며 황 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리쟁이의

뿌리는 牛耳大黃 이라고도 한다 (안덕균,2003·홍성천외,2005).牛耳大黃의 효능은 청

열양 (淸熱凉血),화담지해(化痰止咳),통변살충(通便殺蟲)하고 성간염에 유효하며,만

성기 지염에도 효력을 나타낸다. 한 지 작용이 있어서 토 ,자궁 출 , 소 감소

성자반 등에도 활용되며,변비에도 효과가 있다.약리작용으로는 약물 달인 물은 진해,거

담,천식을 가라앉히며 연쇄상구균,폐렴구균,인 루엔자균 등에 억제 작용을 나타내고

항암효과도 인정되었다 (안덕균.2003).

염증반응은 활성화된 면역세포에 의해 필연 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면역반응이다.

면역세포가 세균,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미생물 생체의 이물질 등 외부물질에 노

출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활성화된 면역세포에서 염증반응에 원인이 되는 많

은 인자를 분비하게 됨으로써 염증반응을 가속시킨다 (MiyasakaN외,1997·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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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외,2002). 식세포 (macrophage)는 자연 면역 뿐만 아니라 획득 면역 등 다양한

숙주방어와 항상성 유지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염증반응 시에는 reactive

oxygenspecies(ROS)와 사이토카인을 생산하여 감염 기에 생체 방어에 요한 역

할을 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식세포는 superoxide,hydrogenperoxide

nitricoxide(NO)와 같은 반응산소 간 물질을 생산하며,탐식된 이 물질을 분해

시킬 때 생성되는 NO는 숙주에 치명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Cetkovic-cvrljeM,1994·황 진,1999).

NO는 높은 반응성을 가진 생체 생성분자로써 nitricoxidesynthase(NOS)라는 효

소에 의해 L-argine으로부터 생성된다.NO는 신경 달, 의 이완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 등 신체의 다양한 생리 과정에 여하는데,특히 식세포가 interferon-

γ(IFN-γ) 는 lipopolysaccharide(LPS)로 자극 될 때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가 발 되어 많은 양의 NO를 생성하게 된다.이 게 생성된 많은 양

의 NO는 염증반응 매개 물질의 역할을 하게 된다 (MiyasakaN.외,1997·WangY.

외,2002).염증매개물질이 과량 생산되면,과도한 면역반응을 야기하게 되고 이로써

각종 인체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따라서 NO와 같은 염증매개물질을 억제

하는 물질을 발견한다면 각종 면역질환 인체 질환의 치료에 요한 도움이 될 것

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소리쟁이 추출물의 항산화작용,항균작용,항진균작용이 보고

되었고 소리쟁이 종자의 소염,진통 간보호 효과에 한 보고가 있었다 (정귀택

외,2006·이신석외,2007·조 외,1980).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디풀과에 속하는

소리쟁이 뿌리의 유효한 성분을 메탄올로 추출한 다음 RAW 264.7 식세포에서 분

비되는 NO iNOS의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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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료 방법

1.소리쟁이의 수집 추출

실험에 사용한 소리쟁이(Rumex crispus)는 주 역시 남구 일 에서 수집하여

뿌리 부분만을 단하여 충분히 건조하 다.건조된 소리쟁이 뿌리 (100g)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메탄올을 부은 다음 48시간 후 여과지에 걸러 evaporater를 이용해 추

출한 후 냉각,동결 건조시켜 시료를 얻었다.

2.시약

메탄올 시약은 1 시약을 사용하 고,LPS,ThiazolylBlue Tetrazolium

Bromide(MTT),1% penicillin,streptomycin은 Sigma사 (USA)로부터 구입했으며,

Dulbecco'sModifiedEagle'smedium (DMEM)과 10% fetalbovineserum (FBS)은

(GIBCO,USA)에서 구입하 다.

3.RAW 264.7세포주의 배양

ExtractofRumexcrispusroots(ERCR)이 염증반응 매개물질의 생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설치류의 식세포 RAW 264.7cellline을 사용하 다.설치류

의 식세포 RAW 264.7은 조선 학교 약학 학 천연물 연구소에서 분양받았다.

RAW 264.7 세포를 DMEM에 10% FBS,100 U/㎖ penicillin 100 ㎍/㎖

streptomycin을 혼합한 배지를 사용하여 37℃,5% CO₂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4.세포 생존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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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264.7cellline을 96wellplate에 3⨉10⁵ cell/㎖의 농도로 희석하여 90㎕씩

media를 채운 후 37℃ 5% CO₂incubator에서 24hr동안 배양하 다.sample(5%

DMSOinmedia)에 20㎕씩 첨가하고 37℃,5% CO₂incubator에서 24hr배양한

후 MTT (3-[4,5- dimethylthiazol 2-yll)-2,5diphenyl tertrazolium bromide) 

solution을 냉동실에서 꺼내 37℃ waterbath에 두고 96wellplate를 꺼내서 pasteur

pipet으로 media를 제거하 다.MTTsolution을 50㎕씩 넣고 96wellplate를 호일

에 싸서 4hr동안 incubation하 다.96wellplate를 꺼내서 pasteurpipet으로

MTT solution을 제거한 후 DimethylSulfoxide(DMSO)를 150㎕씩 분주한 후

ELISAreader를 이용하여 54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5.NO 생성량 측정

RAW 264.7세포주로부터 생성된 NO의 양은 세포 배양액 에 존재하는 NO₂

의 형태로서 Griess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96wellplate에 well당 5⨉10⁵ 

cells/㎖의 RAW 264.7세포가 들어있는 부유액 100㎕를 종하고 24hr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무 청 배지에 최종농도가 3,10,30,100㎍/㎖으로 되도록 시료

를 처리한 후 염증 반응 유도 인자인 LPS1㎍/㎖를 처리하여 12hr,24hr,36hr

씩 배양하 다.세포 배양 상층액 50㎕와 혼합하여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6.iNOS발 해능 측정

RAW 264.7세포 1⨉10⁶ cells/㎖가 들어있는 부유액을 6wellplate에 well당

1㎖씩 종하고 24hr배양하 다.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무 청 배지에 최종

농도가 3,10,30,100㎍/㎖으로 되도록 시료를 처리한 후 염증 유도 발 인자인

LPS1㎍/㎖를 24hr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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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scrapper를 이용하여 회수한 후 12,000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PBS를 이용하여 세척하 다.세포 lysisbuffer를 100㎕씩 넣

어주고 잘 섞어 후에 ice에서 30분 동안 세포를 용해시켰다.세포 용해 후

12,000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추출하여 BicinchoninicAcid법

(BCA법)을 이용한 단백질 정량을 수행하 다.단백질 정량 후 well당 35㎍의 단

백질을 10%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gel(SDS-PAGE)에서 100V로

1시간동안 기 동 하 다. 기 동 한 후 PVDFmembrane에 단백질을 transfer

한 후에 iNOS 1차 antibody를 반응시키고 2차 antibody를 반응시킨 후 western

blot를 시행하여 단백질의 발 정도를 확인하 다.단백질 보정을 하여 β-actin

도 함께 수행하 다.

7.통계처리

각각의 실험들은 3번 이상 실행하 으며 결과는 평균값±표 편차로 표 했다.

통계분석은 Student'st-test를 이용했으며 p값이 0.05이하인 경우에 통계 으로 유

의한 것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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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실험결과

1.세포 생존률에 미치는 향

ERCR의 세포 생존률을 알아보기 해 RAW 264.7세포에 ERCR의 농도를 각

각 3,10,30,100,200,300㎍/㎖로 처리한 후 24hr후에 세포 생존률을 MTT

assay를 통하여 측정하 다.실험결과 ERCR은 3,10,30,100,200,300㎍/㎖의 농

도에서 cellviability가 90% 이상으로 나타나 ERCR의 RAW 264.7세포에 한 세

포독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300㎍/㎖에서는 cellviability가 80% 이하

로 나타나 약간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 실험에서는 ERCR의 농도를

3,10,30,100㎍/㎖로 제한하여 실시하 다 (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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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EffectsofERCRontheviabilityofRAW 264.7celllines.

Thecellswereincubatedfor24hrswithmedium orERCR.the

cellviabilitywasdeterminedbyMTT assay.Eachbarrepresents

themean±SDofthreeindependent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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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O 생성에 미치는 향

RAW 264.7세포를 이용하여 ERCR의 농도를 각각 3,10,30,100㎍/㎖로 처리

했을 때 염증 유발 내독소인 LPS에 의해 유도된 NO생성량을 Griess시약을 이용

하여 12hr,24hr,36hr동안 배양하여 측정하 다.

ERCR을 12,24,36hr동안 배양한 세포를 3,10,30,100㎍/㎖의 농도에서 NO생

성량을 측정한 결과는 각각 Fig.2,Fig.3,Fig.4에 나타냈다.ERCR은 특히 100

㎍/㎖에서는 히 NO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러한 결과는

ERCR이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식세포에서 NO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 9 -

+ERCR

+LPS(1㎍/㎖ )

12hr

Fig.2.EffectsofERCRonNOproductioninRAW 264.7cells.

Thecellswerepre-incubatedfor12hrwitheitherPRS or

ERCR attheconcentrationsrangingfrom 3㎍/㎖ to100㎍/

㎖,andthenstimulatedfor12hrwith1㎍/㎖ ofLPS.NO

concentrationwasdeterminedbyGriessreaction.valuesare

the mean ± S.E.of 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

separated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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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R

+LPS(1㎍/㎖ )

24hr

Fig.3.EffectsofERCR onNO productioninRAW 264.7

cells.Thecellswerepre-incubatedfor24hrwitheither

PRSorERCR attheconcentrationsrangingfrom 3㎍/㎖

to100㎍/㎖,andthenstimulatedfor24hrwith1㎍/㎖ of

LPS.NO concentrationwasdeterminedbyGriessreaction.

values are themean ± S.E.of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separated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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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R

+LPS(1㎍/㎖ )

36hr

Fig.4.EffectsofERCRonNO productioninRAW 264.7

cells.Thecellswerepre-incubatedfor36hrwitheither

PRSorERCRattheconcentrationsrangingfrom 3㎍/㎖

to100㎍/㎖,andthenstimulatedfor36hrwith1㎍/㎖

of LPS.NO concentration was determined by Griess

reaction. values are the mean ± S.E. of duplicate

determinationsfrom threeseparatedexperiments.



- 12 -

3.iNOS발 에 미치는 향

NO와 같은 염증인자의 생성과 련된 iNOS의 단백질 발 을 ERCR이 해하

는지를 알아 보기 해 westernblottinganalysis한 결과 ERCR을 처리한 실험군에

서 iNOS단백질 발 을 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특히 100㎍/㎖에서 유

의 인 NO억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NO생성 억제와 같이 iNOS단백질 발 이

농도에 의존 으로 억제됨을 알 수 있다 (Fig.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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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10㎍/㎖ 30㎍/㎖ 100㎍/㎖

+ERCR

+LPS(1㎍/㎖)

Fig.5.EffectsofERCRoniNOSexpressioninLPS-stimulated

RAW 264.7celllines.Thecellswerepre-treatedfor24hrwith

either PBS or ERCR at indicated concentrations,and then

stimulated for 24 hr with 1 ㎍/㎖ of LPS.The protein

expressionwasdeterminedbywesternblot.Similarresultswere

observedinthreeseparatedexperiments.

<- actin

<- i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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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찰

소리쟁이(Rumex crispus)는 다년생 본식물로서 뿌리는 굵고 황색이며 신맛이

나며,약리작용으로는 止咳,祛痰,平喘작용,항균,항종양작용이 있으며,(김창민

외,2003)한방에서는 동속식물 등의 뿌리를 양제근(羊蹄根)이라 하며 소리쟁이의 뿌

리는 牛耳大黃 이라고도 한다 (안덕균,2003·홍성천외,2005).소리쟁이 뿌리의 효능은

청열양 (淸熱凉血),화담지해(化痰止咳),통변살충(通便殺蟲)하고 성간염에 유효하며,

만성기 지염에도 효력을 나타낸다. 한 지 작용이 있어서 토 ,자궁 출 , 소 감

소성자반 등에도 활용되며,변비에도 효과가 있다.약리작용으로는 약물 달인 물은 진해,

거담,천식을 가라앉히며 연쇄상구균,폐렴구균,인 루엔자균 등에 억제 작용을 나타내

고 항암효과도 인정되었다 (안덕균,2003).소리쟁이는 민간에서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특히 염증 련 질환에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약효에 한 정확한 검증 자료

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본 연구는 소리쟁이 뿌리를 메탄올로 추출하여 염증성 매개

물질로 알려진 NO iNOS의 발 생성 능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한 소리쟁

이는 번식력이 좋고 생명력이 질겨 잡 로 인식 될 만큼 잘 자라 정확한 약효만 입증되면

일반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 하에 연구를 하게 되었다.

ERCR을 RAW 264.7세포에 LPS로 처리한 후 농도에 따른 세포 생존율을 MTT

assay법에 하여 조사한 결과 Fig.1과 같이 3-200㎍/㎖의 농도로 처리 했을 때

농도에 의존 으로 세포 생존율이 높았으나 300㎍/㎖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80% 이

하로 약간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실험에서는 ERCR의 농도를 3,10,30,

100㎍/㎖로 제한하여 실시하 다.

LPS는 그람 음성 박테리아의 외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식세포의 활성

화 인자이며,endotoxicshock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세포가 IFN-γ 는

LPS로 자극 될 때 iNOS가 발 되어 많은 양의 NO를 생성하게 된다.이 게 생성된

NO는 신경 달, 의 이완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 염증 반응에 여하고 염

증 반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MiyasakaN.외,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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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Y.외,2002)염증매개물질이 과량 생산되면,과도한 면역반응을 야기하게 되고

이로써 각종 인체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RCR이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식세포에서 NO생성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농도의존 으로 NO생성량이 감소하 다 (Fig.2,3,4).특히 ERCR의 농도

가 100㎍/㎖에서는 히 NO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NO와 같은

염증인자의 생성과 련된 iNOS의 단백질 발 을 ERCR이 해하는지를 알아 보기

해 Westernblottinganalysis한 결과 ERCR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iNOS단백질 발

을 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특히 100㎍/㎖에서 유의 인 NO억제 효과

를 볼 수 있었으며 NO생성 억제와 같이 iNOS단백질 발 이 농도에 의존 으로 억

제됨을 알 수 있었다 (Fig.5).

결론 으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ERCR은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식세포에서 염증매개물질인 NO를 유의 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한

iNOS단백질 발 을 유의 으로 해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ERCR은 염증 련

질환에 biologicalresponsemodifiers(BRMs) 의 하나로서 활용 될 수 있음이 시

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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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ERCR의 항염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LPS로 유도된 RAW 264.7세포를 상으로

ERCR의 농도에 따른 NO와 iNOS의 생성 해능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ERCR는 NO생성을 유의 으로 억제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2.ERCR는 iNOS단백질의 발 을 유의 으로 해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ERCR는 염증성 질환을 방하거나 치료할 목 으로 BRMs 의

하나로서 이용 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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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하여 일체의 법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 학의 정기 에 작물의 제공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작물의 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 ( )

2008년 02월 일

작자 :윤 인 지 (인)

조 선 학 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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