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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송향물추출물의 HO-1 발현 촉진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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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dostachys jatamansi water extract (NJ) has long been used for the treatment of inflammation-and

immune-mediated disorders in the oriental countries. However, its site of action and pharmacological mechanism are

not fully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authors tried to explorethe cytoprotective and anti-inflammatory actions of NJ.

First of all, NJ has no harmful effects on viability of neuronal cell line HT22 cells in the dose range of 300 mg/ml.

On the contrary, it shows cytoprotective effects on the cells treated with reactive oxygen species H2O2. Probably the

cytoprotective effects of NJ might be caused by its ability to induce well known cytoprotective gene hem oxygenase-1

(HO-1). Furthermore, NJ shows inhibitory effects on the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NO

production which are known to destroy the integrity of both cells and tissues. It also inhibits potent proinflammatory

cytokine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a) production. The blocking effects of NJ on cytopathic and proinflammatory

actions of LPS might be caused by the induction of cytoprotective and anti-inflammatory genes HO-1 in macrophages

cell line RAW 264.7 cells. The results in this study suggest NJ could be used for the amelioration of inflammation

which is underlying mechanism responsible for most chron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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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敗醬科에 속한 多年生矮小草本인 甘松香은 (Nardostachys

jatamansi (NJ))甘松香 Nardostachys chinesis BATL. 과 寬葉甘松

N. jatamanse DC. 의 根과 根莖을 건조한 것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사용하며, 전체적으로 강렬한 松節油의 향기가 있다.

높이 20~35 cm에 達하고 줄기의 上端은 대부분이 짧은 털에 싸

여 있고 뿌리가 나오는곳에는 少數의 가는 線上의 褐色 葉基纖

維가 있다. 감송향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지 않으며 主根

은 肥厚하고 줄이 길고 芳香이 있으며 味는 濃厚하고 主産地는

中國의 四川이고 그 외에 甘肅, 靑海등에서 생산 된다고 알려져

있다
1-4)

.

감송향은 性味가 辛·甘·溫하고, 脾·胃經에 작용하며 성분은

valeranone, nardosonone, nardostachone, 1-aristilene-2-one,

patchouli alcohol, pinene, oleeanolic acid, b-sitosterol 등을 함유

하였고 理氣·止通, 醒脾·建胃의 효능으로 胃痛, 頭痛, 胸腹膨滿,

意病, 脚氣 等症을 치료한다1-4). 최근 감송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로 송
5)
등은 제1형 당뇨병 유발과 관련된 iNOS의 발현과 NF-KB

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췌장세포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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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배6)등은 감송향을 처리하여 아밀라아

제, 리파아제, 싸이토카인, 췌장의 부종, 호중구침투를 억제하며

급성 췌장염을 약화시키고 급장 췌장염과 관련된 폐손상을 억제

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배7)등은 감송향을 마우스에 경구투여하

여 LPS로 유도한 endotoxin shock와 IFN- a/β 등 염증성인자의

억제를 보고하였다.

이에 저자는 감송향의 항염증효과를 규명하기위한 일환으로

감송향물추출물이 HT22 세포주에서 H2O2 손상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활성 및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주에서의 NO 및

TNF-α 저해도 측정을 통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감송향 물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감송향(Nardostachys jatamansi (NJ)) 은 옴

니허브에서 구입한 후 원광대학교 본초학교실에서 정선하여 사

용하였다. 감송향의 뿌리와 뿌리줄기 100 g은 증류수 1 L를 사용

하여 100℃에서 3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2,000 rpm에

서 15 분 원심분리하여 비수용성 성분을 제거하였다. 상층액은

부크너퍼넬 위에 와트만 No. 4 여과지를 통하여 여과하였다. 여

과물은 12 시간 -20℃에 보관 후, 동결 건조하였다. 추출물의 수

율(W/W)은 약 12.82%였다. 동결 건조된 추출물은 PBS에 40 ㎎

/mL 농도로 용해하여 -20℃에 보관하였고, 실험에 사용하기 전

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 시약

세포 배양액인 Dulbecco’s Modifide Eagle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등의 세포배양용 시약들은

Gibco BRL사(Grand Island, US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시약 중 Sodium Dodesyl Sulfate (SDS), Acrylamide는

Bio-Rad사(Hercules, USA)에서 구입하였고, tween 20, protease

inhibitors 등은 Sigma사(St. Louis, US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1차 항체인 iNOS monoclonal antibody (mAb), β

-actin mAb는 Santa Cruz Biotechnology사 (Santa Cruz, CA)에

서 구입하였다. 2차 항체인 anti-rabbit IgG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antibody는 Santa Cruz

Biotechnology사(Santa Cruz, USA)에서 구입하였다. Griess

Reagent System은 Promega사(Madison, USA)에서 구입하였고,

cytokine 측정을 위한 ELISA kit는 R&D systemes(Minneapolis,

USA)에서 구입하였다.

3. 세포배양

생쥐 해마유래 HT22 세포주 및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를 American Type Clture Collection(ATCC Rockville,

미국)로부터 구입하여 100 Lpenicillin, 100U/mL streptomycin,

10% FBS을 첨가한 DMEM 배지로 37℃, 5% CO2 환경에서 배양

하였다.

4. 뇌세포 보호활성 측정

HT22 세포를96 well plate에 1×104/well 접종시키고 12 시

간 후 Nardostachys jatamansi 농도별로 6 시간 전처리 후 배지를

제거하고 PBS 로 세척한 다음 400 mm의 H2O2를 처리하였다. 이

를 24시간 배양한 후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여 H2O2 독성에 대한

방어효과를 검증하였다.

5.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율은 MTT assay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약

처리 시간이 끝난후 배지를 제거하고 MTT (1 mg/mL) 시약을 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생성된 formazan crystals

을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여 59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6. NO 생성량 측정

NO의 농도는 배양액 내의 nitrite 농도를 Griess Reagent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AW 264.7 세포에 다양한 농도

의 Nardostachys jatamansi를 전처리 하고 1시간 후 1 mg/mL의

LPS를 처리하여 16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 100 ㎕와 같은 양의

Griess Reagent를 넣어주고 10분간 상온에서 반응 시킨 후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100% 활성

은 LPS만 처리한 군의 분비량으로 정의하여 상대적인 생성량(%

of control)을 계산하였다.

7. 세포 배양액 내의 cytokines 측정

세포 배양액 내의 cytokines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를 수행하였다.

세포에 Nardostachys jatamansi를 농도별로 처리하고 1시간 후 1

mg/mL의 LPS를 처리하였다. 16 시간 후 세포 배양액을 얻어

cytokine 측정에 이용하였다. 배양액을 cytokine으로 coating된

96 well plate에 50 ㎕씩 첨가하여 상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고 100 ㎕의 detection antibody 를

각각의 well에 처리하여 2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3회

세척한 다음, 100 ㎕의 streptavidin-HRP solution을 각각의 well

에 처리하여 20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다시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였다. 여기에 substrate solution을 100 ㎕씩

처리하여 5-30분간 반응시킨 후 50 ㎕의 stop 용액을 처리한 후

ELISA reader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Western blot analysis

전기영동을 위한 단백질 시료의 추출은 처리 시간별로 세포

를ice-cold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으로 3회 세척한 후,

RIPA buffer [150NaCl, 1% NP-40, 0.5% sodium deoxycholate,

0.1% SDS, 50Tris–HCl (pH 7.4), 50 glycerophosphate, 20NaF,

20 mM EGTA, 1DTT, 1Na3VO4, protease inhibitors] 를 넣어

4℃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12,000×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모았다. 각 시료의 단백질 정량은 BCA protein assay

reagent(Pierce)를 사용하여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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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 PAGE)로 분리

시킨 후, 단백질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에

transfer 하였다. 이 membrane을 항체의 비특이적 결합을 차단

하기 위하여 blocking buffer (5% non-fat milk와 0.1% Tween 20

을 함유한TBS 용액)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각 검증 단백

질에 대한 항체를 가하여1～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어서 0.1%

Tween 20을 함유한 TBST 용액으로 30분간 세척한 다음,

secondary antibody로 반응시켰다. 이어서 ECL system으로 반

응 시킨 후 X-ray film상에서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9.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표시하고, 유의성 검증은

Grappad prism을 이용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p<0.05

값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감송향 물추출물(NJ)의 HT22 세포에서 산화적 손상에 대한

방어효과

생쥐 해마유래 HT22 세포주 에 대한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NJ를 농도별로 24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고농도인 400 μg/㎖ 에서만 세포생존율을 감소시

켰다. NJ농도가 400 μg/㎖ 미만에서는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

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 H2O2로 인한 세포사멸에 대한 보호효과

를 측정한 결과 NJ는 25, 50 μg/㎖에서는 세포보호작용을 나타

내지 않지만 100, 200 μg/㎖ 에서는 농도의존적인 보호효과를 나

타내었다(Fig. 1). 또한 NJ를 농도별, 시간별로 HT22 세포에 처리

하였을 때 25, 50 μg/㎖에서는 HO-1이 발현되지 않지만 100,200

μg/㎖에서는 HO-1이 발현됨을 보여주었고, NJ를 처리하여 3시

간까지는 HO-1발현이 보이지 않았으나 이후, 6시간부터 HO-1이

현저하게 발현됨을 보여주었다(Fig. 1).

2. 감송향물추출물(NJ)이 RAW 264.7 세포에서 LPS로 유도된

iNOS의 발현과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주에서 유도된 iNOS의 발

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NJ를 농도별로 1시간 전처리

한 다음 LPS를 16시간 처리하고 LPS에 의해 유도된 iNOS의 발

현을 조사한 결과, 100 μg/㎖에서부터 iNOS의 발현이 감소함을

관찰할수 있었다(Fig. 2).

같은 조건에서 NO의 생성을 측정한 결과 NJ 25,50 μg/㎖

농도로 처리한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지 않

았지만 100, 200 μg/㎖ 농도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NO의 생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Fig. 3).

3. 감송향물추출물(NJ)이 RAW 264.7 세포에서 LPS로 유도된 염

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

NJ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NJ를 농도별로 1시간 전 처리한 다음 LPS를 16시간 처리하

고 LPS에 의해 유도된 TNF-α 의 생성을 조사한 결과, 100 μg/

㎖ 농도에서부터 TNF-α의 생성이 유의성 있게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

Fig. 1. Cytoprotective effects of NJ in the HT22 cells treated with

H2O2 via the expression of HO-1. (A) HT22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0, 25, 50, 100, 200, 400 μg/mL) of NJ for 24 h. (B) HT22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NJ for 6h, then treated with H2O2 400

mm/mL for 24h.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Values are means±SD from 3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vs control , **p<0.05 vs H2O2 alone. Cells were incubated for 6 h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NJ (C) or incubated for indicated times with 200 μ

g/mL NJ (D).

Fig. 2. Inhibitiory effects of NJ on the expression of iNOS stimulated

with LPS.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NJ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 mg/mL of LPS for 16 hr. The expression levels

of iNO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qual protein of the total cell lysates were analyzed by 8% SDS-PAGE.

actin levels were used as internal markers for loading variation.

Fig. 3. Inhibitiory effects of NJ on the production of NO by the RAW

264.7 cells stimulated with LPS.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NJ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 mg/mL of LPS

for 16 hr. the production of NO was evaluated by Griess reaction. Values are

means±SD from 3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vs LPS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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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송향물추출물(NJ)이 RAW 264.7 세포에서 HO-1 발현에 미

치는 영향

NJ를 농도별, 시간별로 RAW 264.7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25, 50 μg/㎖에서는 HO-1이 발현되지 않는 미미한 정도를 보였

지만 100, 200 μg/㎖에서는 HO-1이 뚜fut하게 발현됨을 알 수

있고, NJ를 처리하여 6시간부터는 HO-1이 현저하게 발현됨을

알 수 있었다(Fig. 5).

Fig. 4. Inhibitiory effects of NJ on the secretion of TNF-α by the

264.7 cells stimulated with LPS.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NJ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mg/ml of LPS for

16 hr. The TNF-α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Values are means±SD from 3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vs

LPS alone.

A.

B.

Fig. 5. NJ induces HO-1 expression in RAW 264.7 cells. Cells were
incubated for 6 h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NJ (A), or incubated for

indicated times with 200 μg/mL NJ (B).

고 찰

감송향은 味가 甘하고 芳香性 이 있어 그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으며 氣味論의 관점에서 따뜻하지만 더운 것은 아니며 향기

로우면서 燥한것이 아니고 달면서 滯하지 않으며 가장 和하고

맛있는 약으로 溫運하고 經絡을 풀고 月經을 고르게 하며 元氣

를 다스리고 氣鬱을 제거하는 理氣止通 ,醒脾健胃하는 효능이 있

다
1-4)

고 알려져 있다.

최근 감송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 감송향의 성분 중 하나

인 Nardosinone이 신경세포분화와 관련된 보고8-10)가 있었고 송5)

등은 감송향추출물이 췌장세포의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배6,7)등은 감송향추출물을 경구투여하여 급성

췌장염과 마우스복강 대식세포에서 항염증효과와 그 기전을 보

고하였다.

염증은 외부 자극에 대한 생체조직의 방어반응의 하나이며

염증반응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염증인자들(pro-inflammatory

mediators)이 만들어진다. 염증인자에는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nitric oxide (NO)와

cyclooxygenase-2 (COX-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prostagrandin

E2 (PGE2) 등이 있다. iNOS의 경우 lipopolysaccharide (LPS),

interferon-γ (IFN-γ), interleukin-1 (IL-1)과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등의 자극에 의해 발현되며 필요이상의 NO가

생성 되면 shock에 의한 혈관확장, 염증반응으로 유발되는 조직

손상, 신경조직의 손상 등을 일으켜 생체에 유해한 작용을 나타

낸다11-13)고 알려져 있다.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대사과정에서 생

산되고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과도한 활성산소의 생성은 알

츠하이머 증후군, 파킨슨 증후군과 같은 중추 신경계의 퇴행성

뇌질환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어있다14-16).

Heme oxygenase-1(HO-1)은 heme을 biliverdin, carbon

monoxide(CO)와 iron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효소이다. HO는

세가지 종류의 효소가 알려져 있는데HO-2, HO-3는 세포에서 지

속적으로 발현되는 반면, HO-1은 스트레스나 허혈, 염증 상황에

서 유도되는 단백으로 주로 세포보호, 항염증, 항산화 및 항증식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 HO-1

을 유도 발현시켰을 때 TNF-α, IL-6, IL-1β의 생성이 감소하며,

HO-1을 과발현 시켰을 때 COX-2, iNOS의 발현이 감소하고 그

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PGE2 ,NO의 생성도 억제된다17-28).

이에 저자는 NJ가 HT22 세포주에서 H2O2 손상에 대한 신경

세포보호활성 및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주에서의 NO

및 TNF-α 저해도 측정을 통하여 NJ 성분의 항염증 효과를 규명

하고자 본 실험을 시도하였다.

먼저 생쥐 해마유래 HT22세포주에서 산화적 손상에 대한

NJ의 방어효과를 관찰하였다. HT22세포주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한 산화적손상에 대한 유용한 실험모델중 하나이다29).

NJ는 고농도에서 H2O2 로 인한 세포사멸에 대한 농도의존

적인 보호 효과를 보였다. 또한 NJ를 농도별, 시간별로 HT22 세

포에 처리하였을 때 고농도에서 HO-1이 발현하였고 6시간부터

현저하게 발현함을 나타내었다. 이는 NJ의 세포보호효과가

HO-1의 발현증가와 관련됨을 시사한다. 내독소로 잘 알려진

lipopolysaccaride (LPS)는 그람 음성균의 세포 외막에 존재하며,

대식세포를 자극하여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

Interleukin-6 (IL-6), Interleukin-1β (IL-1β)와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항염증 생리활성 평가를 위해서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마우스 대식세포가 많이 사용된다18-20).

LPS로 활성화된 RAW264.7 세포주에서 유도된 iNOS의 발

현에 미치는 NJ의 효과는 100 μg/ml 에서부터 iNOS의 발현이

감소됨을 보였으며 NO의 생성도 같은 용량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염증은 생체나 조직이 상해나 파괴에 의해 기질적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 손상부위를 보호하는 증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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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자극이 가해지면 국소적으로 혈관 활성 물질이 유리되어

혈관 투과성이 증대되면서 염증을 유발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염증반응은 오히려 만성 염증 질환 순환기 장애 과민성 알러지

등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활성 산소와 NO의 과

발현으로부터 유도되는 염증은 세포의 구성성분인 DNA손상,

단백질의 변이 및 신경손상 등을 일으켜 악성세포인 암을 유발

할 수 있다30). 이러한 iNOS와 NO의 감소는 NJ가 활성산소와

NO의 과발현으로 유도되는 염증에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 생각된다.

또한 NJ는 LPS에 의해 유도된 TNF-α 의 생성을 100 μg/ml

의 농도에서부터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proinflammatory cytokines)은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배7)의 in vivo실험의 보고와 동일하여

in vitro실험에서 NJ의 항염증효과를 규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NJ의 농도별, 시간별 RAW264.7 세포에서의 처리가 고동도,

6시간 후 부터 HO-1의 발현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HT22

세포주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HO-1의 과

발현시 TNF-α 의 생성과 iNOS발현이 함께 감소하며 NO의 생성

도 억제된다17-19)는 보고를 세포주 실험에서 규명한 결과라 생각

된다. 이는 NJ의 항염증효과가 HO-1의 발현과 관계됨을 시사한

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에서 NJ는 산화적 손상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효

과와 LPS로 유도된 대식세포에서 항염증 효과를 검정한 결과 모

두에서 농도의존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런 신경세포

보호효과와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를 보면 HO-1을 유도

하지 않는 농도에서는 NJ의 효과가 미미하지만 HO-1을 유도하

는 농도에서는 유의성 있는 세포보호효과와 항염증 효과를 나타

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NJ의 신경세포보호효과와

항염증 효과는 HO-1의 유도 발현의 증가와 관련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감송향물추출물(NJ)이 HT22세포주에서 H2O2 손상에 대한

신경세포보호활성 및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주에서의

NO 및 TNF-α 저해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NJ는 100, 200 mg/ml에서 H2O2 로 인한 HT22세포주의 세포사

멸에 대한 유의한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LPS도 활성화되어

RAW 264.7 세포주에서 유도된 iNOS의 발현이 NJ 100 mg/ml에

서 감소됨을 보였고 NJ 100, 200 mg/ml 농도에서는 NO의 생성

이 현저히 감소함을 보였다. 또한, RAW 264.7 세포주에서 LPS로

유도된 TNF-α 의 생성은 NJ 100 mg/ml에서부터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HT22, RAW264.7 세포주 모두 NJ 100, 200 mg/ml 농도

에서 HO-1이 발현되었고 NJ처리 6시간 후부터 HO-1의 발현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NJ는 HO-1의 발현을 증가시켜 산화적

손상에 대한 신경세포보호효과와 LPS로 유도된 대식세포에서

항염증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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