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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자감초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염증용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자감초 추출물은 감초

추출물보다 생쥐 귀부종 모델에서 염증 억제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iNOS, COX-2 효소 및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고,

TNF-α와 IL-6 생성을 억제하며, 염증전사인자인 NF-kB의 활성을 조절하는 Ik-B 분해를 저해하므로 염증의 예방 및 치

료에 효과적인 약학조성물로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 8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가열처리한 감초인 자감초 70-100%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대장염, 위염, 식도염 또는 류마티스성 관절

염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가열처리한 감초인 자감초 70-100% 에탄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대장염, 위염, 식도염 또는 류마티스성 관절

염의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청구항 7.
삭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항염증 활성을 갖는 자감초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감초(Glycyrrhizae radix)는 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서 중국 북부, 시베리아, 이태리 남부, 만주, 몽고 등지에 자생

또는 재배되며 모든 한약처방에서 독성을 줄이는 성분으로 들어가고 진해제로써 쓰이는 약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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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chensteiner F. et al., J Pharm Biomed Anal., 38(4), pp.594-600, 2005). 일부 유럽에서는 담배나 껌 그리고 사탕

등에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 감초가 신장의 산화적 손상을 완화시키며 (Yokozawa T. et

al., Free Radic Res., 39(2), pp.203-211, 2005) 카드뮴에 의해 손상되는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 (Kim SC.

et al., Toxicology., 197(3), pp.239-251, 2004)으로 확인되었다.

염증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생체조직의 방어 반응의 하나로, 조직 변질, 순환장애와 조직 증식의 세 가지를 병발하

는 복잡한 병변이다. 염증반응은 선천성 면역반응의 일부이며 다른 동물에서처럼 인간의 선천성 면역은 병원체에 특이적

으로 존재하는 세포 표면의 패턴을 인식한다. 대식세포는 그런 표면을 가진 세포를 비자기(non-self)로 인식하고 병원체

표면에 달라붙는다. 만일 병원균이 신체의 물리적 장벽을 부수고 들어온다면 염증반응이 일어난다. 염증반응은 상처부위

에 침입한 미생물들에 대한 적대 환경을 만드는 비 특이적인 방어 작용이다. 염증반응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염증반

응 초기에는 대식세포가 상처부위로 모여들어 침입한 세균을 공격한다. 그리고 상처부위에 혈장이 축적되어 세균이 분비

한 독성을 희석시킨다. 혈류가 증가하므로 상처부위가 따뜻해지며 피부가 붉게 변하고 부어오른다. 이런 과정은 모두 일련

의 면역 보호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생체에 있어서 염증의 발생 원인으로는 다양한 생화학적 현상이 관여하고 있으나, 특히 산화질소 (nitric oxide, NO)를 발

생시키는 효소인 산화질소 생성효소 (nitric oxide synthase, NOS)와 다양한 프로스타글란딘 (prostaglandins)의 생합성

과 관련되는 효소들은 염증반응의 중요한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종래에는 상기 염증반응의 다양한 매개인자의 생

성량을 억제하거나, NO 생성을 유도하는 NOS나 아라키돈산 (Arachidonic acid)으로부터 프로스타글란딘류를 합성하는

데 관련된 효소인 시클로옥시게나제 (cyclooxygenase, COX)의 활성을 줄일 수 있는 물질을 검색함으로써 항염증제를 발

굴하였다.

NOS는 뇌 및 신경전달계에 존재하는 nNOS (neuronal NOS), 혈관내피세포에 주로 존재하는 eNOS (endothelial NOS),

각종 사이토카인 (cytokine)이나 외부의 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iNOS (inducible NOS)의 세 종류가 존재한다. nNOS 와

eNOS는 체내에 일정수준으로 발현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생성되는 NO는 신경전달이나 혈관확장을 유도하는 등의 정

상적인 신체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외부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iNOS에 의해 급격하게 과량으

로 발생하는 NO는 세포독성이나 각종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또한 시클로옥시게나제도 세포내에 항상 존재하여 세포보호

작용에 필요한 프로스타글란딘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시클로옥시게나제-1 (cyclooxygenae-1, COX-1)과 염증반응시 세

포내에서 급격히 증가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클로옥시게나제

-2 (cyclooxygenae-2, COX-2)가 있다.

생체내의 NO 및 프로스타글란딘의 농도를 향상시키는 iNOS 및 COX-2의 발현을 조절하는 핵내 전사 인자인 NF-kB는

Rel 유전자계 (Rel gene family)의 핵단백질로 세포질에서는 I-kB와 결합되어 불활성인 형태로 존재하나 염증성사이토카

인인 TNF-a (tumor necrosis factor-a), IL-1, IL-8과같은 케모카인 (chemokine)및 리포폴리사카라이드

(lipopolysaccaride, LPS)와 같은 다양한 자극에 의해 Ik-B키나제 (kinase)가 활성화된 후 인산화과정을 통해 Ik-B가 분

해된다. Ik-B의 분해로 인해 p50와 p65의 헤테로다이머 (heterodimer)로 구성된 NF-kB는 활성화 된 후, 핵으로 이동하

여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유전자발현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이상적인 항염증제는 iNOS나 COX-2에 대한 선택적인 저해

효과를 갖는 물질이어야 하며, 이들 두 가지를 모두 저해하는 것이 보다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접촉성　과감작，　아토피성피부염　및　건선 등의　염증성 질환의　치료제로

는　아미노살리신산염　（aminosalicylates), 부신피질호르몬제제corticosteroid)등의　항염증제와　아자티오퓨린

(azathiopurine), 이클로스포린　A (cyclosporin A)등의　면역억제제　 및　메트로니다졸（metrodazole)의　항생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더욱이　대부분의　약제가　부작용을　나

타내고 있어　장기간의　사용이　곤란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염증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높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발명은 세포주 배양을 통한 미세관찰, 분자생물학적인 실험, 생쥐의 국소 염증 반응 등의 실험기법을 통하여 자감초 추

출물의 항염증 활성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결과 자감초 추출물이 LPS에 의해 유도된 생쥐의 대식세포에서 iNOS, COX-2

효소 및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며, TNF-α와 IL-6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전사인자인 NF-kB의 활성을 조절하는 Ik-B 분해

를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PA를　이용한 생쥐의　국소적인　염증 유도 모델에서　자감초　추출물이　염증에　

의한　부종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생쥐치사량 내독혈증 모델에서 LPS 투여에 의한 치사율을 현저

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여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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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목적은 자감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

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자감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을 제

공한다.

상기 추출물은 물, 메탄올, 에탄올 등과 같은 극성용매 및 이들의 혼합용매, 바람직하게는 70~100% 에탄올, 보다 바람직

하게는 90~95% 에탄올에 가용한 추출물인 약학조성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자감초는 감초를 열에 구운 것으로, 한약재명 자감초로 판매되며 감초와는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감초는 콩

과(Leguminos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감초(Glycyrrhiza uralensis Fisch), 민감초(Glycyrrhiza glabra L) 또는 창

과감초(Glycyrrhiza inflata) 등을 건조시킨 근 및 근경이다. 자감초는 상기 감초를 물에 묻혔다가 불에 굽어 제조한 것으

로, 통상 물에 적신 새끼줄로 감초를 감은 후 잿불 속에 묻어서 제조하나 근래에는 감초를 종이로 한번 싸고 그 위에 젖은

종이로 다시 싼 후 불에 구워 제조한다. 본 발명에서 언급하는 자감초는 제조방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의약에서

자감초라 분류하고 시판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

이하, 자감초 추출물을 수득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자감초 추출물은 감초를 음지에서 실온으로 30분 내지 10일, 바람직하게는 5일간 건조시킨 후 그냥 사용하거나

분쇄하여 사용한다. 감초 절편 내지는 분쇄된 시료를 무쇠 솥에 넣고 50℃ 내지 500℃, 바람직하게는 150℃ 내지 250℃의

중간 불에서 감초의 누런색이 고동빛이 나타날 때까지 5분 내지 3시간, 바람직하게는 20분간 볶은 후, 여기에 분쇄시료 무

게(g)의 3배 내지 20배, 바람직하게는 10배의 물, C1 내지 C4의 저급 알콜 또는 이들의 혼합용매, 바람직하게는 에탄올을

첨가하여 통상의 환류추출 시에는 60 내지 80℃로 바람직하게는 70℃로 2시간 내지 10시간, 바람직하게는 3시간 추출하

고, 기기 추출 시 10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50℃에서 300 내지 2000 파스칼(psi), 바람직하게는 1500 파스칼(psi) 압

력 하에서 약 5 내지 60분, 바람직하게는 20분 동안 추출하였고, 초음파 분쇄 추출 시에는 분쇄시료 무게(g)당 3배 내지

20배, 바람직하게는 10배의 물, C1 내지 C4의 저급 알콜 또는 이들의 혼합용매, 바람직하게는 에탄올을 첨가하여 10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50℃에서 2 내지 3주간 추출하였고, 추출된 시료는 10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45℃에서 감압 농

축(Biotron corporation, Modul spin 40)하여 본 발명의 자감초 추출물을 수득할 수 있고, 추출 시 환류 추출기(reflux

extractor) 혹은 기기 추출(ASE300 ACCELERATED SOLVENT EXTRACTOR)과 초음파 분쇄 추출(BRANSON

Ultrasonics corporation)방법의 병행이 가능하다.

본 발명은 상기 제법으로 얻어진 자감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고, 염증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적인 약학 조

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염증질환은 일반적인 염증질환을 포함하며, 상세하게는 대장염, 위염, 식도염 등 염증성 장질환, 피부염증,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혈관계 염증으로 인한 질환, 죽상경화증, 치주염, 치은염 등 염증성 잇몸질환, 인후염, 편도염, 비염, 기

관지염 등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질환, 바람직하게는 염증성 장질환 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자감초 추출물을 0.01 ~ 99.9%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0.1 ~ 50% 함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

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조성은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상태 및 질환의 종류 및 진행 정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자감초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은 약학적 조성물의 제조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적절한 담체, 부형제 및 희석

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은, 각각 통상의 방법에 따라 산제, 과립제, 정제, 캡슐제, 현탁액, 에멀젼, 시럽,

에어로졸 등의 경구형 제형, 외용제, 좌제 및 멸균 주사용액의 형태로 제형화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

성물에 포함될 수 있는 담체, 부형제 및 희석제로는 락토즈, 덱스트로즈, 수크로스, 솔비톨, 만니톨,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말티톨, 전분, 아카시아 고무, 알지네이트, 젤라틴, 칼슘 포스페이트, 칼슘 실리케이트, 셀룰로즈, 메틸 셀룰로즈, 미정질 셀

룰로스, 폴리비닐 피롤리돈, 물, 메틸히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히드록시벤조에이트, 탈크,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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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유를 들 수 있다. 제제화할 경우에는 보통 사용하는 충진제, 증량제, 결합제, 습윤제, 붕해제, 계면활성제 등의 희석제 또

는 부형제를 사용하여 조제된다. 경구투여를 위한 고형제제에는 정제, 환제, 산제, 과립제, 캡슐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고형제제는 상기 추출물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형제 예를 들면, 전분, 칼슘카보네이트(calcium carbonate), 수크로스

(sucrose) 또는 락토오스(lactose), 젤라틴 등을 섞어 조제된다. 또한 단순한 부형제 이외에 마그네슘 스티레이트 탈크 같

은 윤활제들도 사용된다. 경구를 위한 액상제제로는 현탁제, 내용액제, 유제, 시럽제 등이 해당되는데 흔히 사용되는 단순

희석제인 물, 리퀴드 파라핀 이외에 여러 가지 부형제, 예를 들면 습윤제, 감미제, 방향제, 보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비

경구 투여를 위한 제제에는 멸균된 수용액, 비수성용제, 현탁제, 유제, 동결건조제제, 좌제가 포함된다. 비수성용제, 현탁

제로는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 glycol), 폴리에틸렌 글리콜, 올리브 오일과 같은 식물성 기름, 에틸올레이트와 같은

주사 가능한 에스테르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좌제의 기제로는 위텝솔(witepsol), 마크로골, 트윈(tween) 61, 카카오지, 라

우린지, 글리세로제라틴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출물의 바람직한 투여량은 환자의 상태 및 체중, 질병의 정도, 약물형태, 투여경로 및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당업자에 의해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효과를 위해서, 본 발명의 추출물은 1일 0.01 mg/kg 내지 10 g/

kg으로, 바람직하게는 1 mg/kg 내지 1 g/kg으로 투여하는 것이 좋다. 투여는 하루에 한번 투여할 수도 있고, 수회 나누어

투여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투여량은 어떠한 면으로든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쥐, 생쥐, 가축, 인간 등의 포유동물에 다양한 경로로 투여될 수 있다. 투여의 모든 방식은 예상될 수 있

는데, 예를 들면, 경구, 직장 또는 정맥, 근육, 피하, 자궁내 경막 또는 뇌혈관내 (intracerebroventricular) 주사에 의해 투

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출물 의 약학적 투여 형태는 이들의 약학적 허용 가능한 염의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단

독으로 또는 타 약학적 활성 화합물과 결합뿐만 아니라 적당한 집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염증질환의 예방의 효과를 나타내는 자감초 추출물 및 식품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식품보조 첨가제를 포함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은 염증질환의 예방을 위한 약제, 식품 및 음료 등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발

명의 자감초 추출물을 첨가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예를 들어, 각종 식품류, 음료, 껌, 차, 비타민 복합제, 건강보조 식품류

등이 있고, 분말, 과립, 정제, 캡슐 또는 음료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자감초 추출물 자체는 독성 및 부작용은 거의 없으므로 예방 목적으로 장기간 복용 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다.

본 발명의 상기 추출물은 염증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식품 또는 음료에 첨가될 수 있다. 이 때, 식품 또는 음료 중의 상기

추출물의 양은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건강식품 조성물은 전체 식품 중량의 0.01 내지 15 중량%로 가할 수 있으며, 건강 음

료 조성물은 100 ㎖를 기준으로 0.02 내지 30 g,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10 g의 비율로 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건강 음료 조성물은 지시된 비율로 필수 성분으로서 상기 추출물을 함유하는 것 외에 액체성분에는 특별한 제한

점은 없으며 통상의 음료와 같이 여러 가지 향미제 또는 천연 탄수화물 등을 추가 성분으로서 함유할 수 있다. 상술한 천연

탄수화물의 예는 모노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포도당, 과당 등의 디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말토스, 슈크로스 등의 및 폴리

사카라이드, 예를 들어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등과 같은 통상적인 당 및 자일리톨, 소르비톨, 에리트리톨 등의 당알콜

이다. 상술한 것 이외의 향미제로서 천연 향미제(타우마틴, 스테비아 추출물(예를 들어 레바우디오시드 A, 글리시르히진

등) 및 합성 향미제(사카린, 아스파르탐 등)를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기 천연 탄수화물의 비율은 본 발명의 조성물

100 ㎖당 일반적으로 약 1 내지 20g,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12g이다.

상기 외에 본 발명의 조성물은 여러 가지 영양제, 비타민, 광물(전해질), 합성 풍미제 및 천연 풍미제 등의 풍미제, 착색제

및 중진제(치즈, 초콜릿 등), 펙트산 및 그의 염, 알긴산 및 그의 염, 유기산, 보호성 콜로이드 증점제, pH 조절제, 안정화제,

방부제, 글리세린, 알콜, 탄산 음료에 사용되는 탄산화제 등을 함유할 수 있다. 그밖에 본 발명의 조성물들은 천연 과일 쥬

스 및 과일 쥬스 음료 및 야채 음료의 제조를 위한 과육을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성분은 독립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첨가제의 비율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본 발명의 조성물 100 중량부 당 0 내지 약 20 중량부의 범위

에서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 및 실험예에 의해 상세히 설명한다.

단, 하기 실시예 및 실험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는 것일 뿐, 본 발명의 내용이 하기 실시예 및 실험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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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 자감초 에탄올추출물 제조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감초(Glycyrrhiza inflata)를 음지에서 실온으로 약 5일간 건조시킨 후 분쇄하였다. 분쇄된 시료를

무쇠 솥에 넣고 중간 불(150℃ 내지 250℃)에서 감초의 누런색이 고동빛이 나타날 때까지 약 20분간 볶은 후, 추출용매로

95%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 시 통상 사용되는 환류추출기 (reflux extractor), 기기 추출(ASE300

ACCELERATED SOLVENT EXTRACTOR)과 초음파분쇄 추출(BRANSON Ultrasonics corporation)방법을 병행하였

다. 환류 추출 시 분쇄시료 30g 당 95% 에탄올 200 mL을 첨가하여 70℃에서 3시간 3회 추출하였고, 기기 추출 시 분쇄시

료 30g 당 95% 에탄올 200 mL을 첨가하여 50℃에서 1500 파스칼(psi) 압력으로 20분 동안 추출하였다. 초음파 분쇄 추

출 시에는 분쇄시료 100g당 1L의 95% 에탄올을 첨가하여 50℃에서 2~3주간 추출하였다. 추출된 시료는 45℃에서 감압

농축(Biotron corporation, Modul spin 40)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비교예 2. 감초 에탄올 추출물의 제조

감초의 에탄올 추출물은 상기 실시예 1의 자감초 에탄올 추출물의 제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다만 감초는 굽

지 않고 사용하였다.

참고예 1. 세포 및 배양

생쥐의 대식세포주인 Raw 264.7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구입하였다. Raw 264.7세포는 항생제 및 항균제로서 100

U/ml의 페니실린G 및 100 U/ml의 스트렙타마이신, 10% 열처리 FBS (fetal bovine serum)을 첨가한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배지에서 5% CO2의 습한 대기, 37 ℃의 조건으로 배양하여, 3일에 한번 씩 계대

배양 하였다.

실험예 1. LPS에 의해 유도된 iNOS의 활성저해

1-1. iNOS 활성측정

NO의 생성량을 측정함으로 iNOS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일산화질소의 생성량은 생성된 일산화질소가 배지 내에서 니트라

이트 (nitrite, NO2
-)의 안정된 화합물로 변화됨으로 그리스(Griess)의 방법을 이용하여 배지내의 니트라이트 생성량을 측

정함으로 관찰 하였다(Zhao F. et al., Biol. Pharm. Bull., 26, pp61-65, 2003; Wang C. et al, Int. Immunopharmacol.,

4, pp 1039-1049, 2004). 참고예 1에서 배양한 세포현탁액을 (5 X 105 세포) 24-웰 플레이트의 각 웰당 1ml 씩 12시간

동안 부착시켰다. 새로운 배지로 교환한 후, LPS (1 mg/ml)를 첨가하였다. 자감초 에탄올추출물 (10 mg/ml) 및 감초 에탄

올추출물 (10 mg/ml)을 LPS와 동시에 배양액에 가한 다음 1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의 세포 상층액을 채취하여 96웰

플레이트에 50 ml 씩 분주하였다. 동량의 술파닐아미드 용액(Sulfanilamide solution)을 첨가한 후, 차광상태로 10분간 실

온에 방치하였다. 다시 50 ml의 NED(N-1-nap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를 첨가한 후 10분간 실온에 방치

한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생성된 니트라이트를 정량하였다.

실험결과, LPS로 유도된 NO2- 생성은 약 16배 정도이며, 자감초 에탄올추출물은 LPS로 유도된 NO2- 생성을 약 6배, 감

초 에탄올 추출물은 약 1.8배 저해시킴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도１).

1-2. iNOS 단백질의 발현양 측정

NO의 생성을 유도하는 효소인 iNOS의 단백질 발현양에 미치는 자감초 및 감초 에탄올 추출물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웨

스턴블롯팅(Western blotting)을 실시하였다. 참고예 1에서 배양한 세포현탁액을 (2 X 106 세포) 6-웰 플레이트의 각 웰

당 2ml 씩 12시간동안 부착시켰다. 새로운 배지로 교환한 후, LPS (1 mg/ml)를 첨가하였다. 자감초 에탄올추출물 (10

mg/ml) 및 감초 에탄올추출물 (10 mg/ml)을 LPS와 동시에 배양액에 가한 다음 18시간 배양하였다. 세포질 용액을 만들

기 위해 배양 후의 세포를 세포용해버퍼 [150 mM NaCl, 0.5% Triton X-100, 50 mM Tris-Hcl, pH7.4, 20 mM EGTA,

1mM DTT, 0.1 mM Na3VO4, 0.1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프로테이즈 억제제 타블렛] 400ml를 넣

고, 4℃에서 30분간 방치하여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얻어진 단백질을 단백질 정량 키트 (Bio-Rad, USA)를 이용

하여 정량하였다. 30 mg의 단백질을 취하여 SDS-샘플로딩버퍼와 섞어 3분간 100℃에서 반응 후, 7% SDS-아크릴아마

이드 겔 상에서 전기영동한 후, PVFD막으로 옮기고, 0.1% teween-20을 포함하는 인산완충액(PBST)에 녹인 5% 탈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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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액에 이 PVDF막을 상온에서 1시간 방치한 후, PBST로 씻어주었다. 단백질에 항-iNOS 항체 (Santa Cruz

Biotechonology, Inc)를 가하여 4℃에서 12시간 반응시킨 다음 PBST로 씻어주고, 항-호스래디쉬 퍼록시다제가 결합된

2차항체 (Santa Cruz Biotechonology, Inc)와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다시 PBST로 3회 씻어주고 ECL(Enhanced

chemiluminescence, Amersham Biosciences) 용액과 반응시킨 후 x-선 필름 (Kodak)에 노출시켜 iNOS의 변화를 측정

하였다.

실험결과, LPS에 의한 iNOS의 발현이 자감초 에탄올추출물 처리에 의해 현저하게 감소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감초

에탄올추출물 처리 군도 LPS에 의한 iNOS의 발현을 감소시켰으나, 그 효과는 자감초 에탄올추출물에 미치지 못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도 ２).

실험예 2. 리포폴리사카라이드(LPS)에 의해 유도된 COX-2의 활성저해

2-1. COX-2 활성측정

자감초 및 감초 에탄올추출물에 의한 COX-2의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유리된 프로스타글란딘E2의 양을 측정하였다. 실험

예 1-1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포 상층액을 취하여 유리된 프로스타글란딘E2(PGE2)의 양을 문헌에 기재한 방법을 이용하

여 PGE2 Immunoassay kit(R&D Systems,Inc.,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itsui N., et al., Life Sci. 77, pp

3168-3182, 2005; Sanchez-Moreno C., et al., J. Nutr. 134, pp 3021-3025, 2004 ).

실험결과 자감초 에탄올추출물은 LPS에 의해 유리된 PGE2를 약 50% 저해하였으며, 감초 에탄올추출물은 40% 저해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도 ３).

2-2. COX 단백질의 발현양 측정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유도하는 효소인 COX-2의 단백질 발현양에 미치는 자감초 및 감초 에탄올추출물의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해 웨스턴블롯팅을 실시하였다. 상기 실험예 1-2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으며, 단백질에 항-COX-2 항체

(Santa Cruz Biotechonology, Inc)를 가하여 4℃에서 12시간 반응시킨 다음 인산완충액(PBST)으로 씻어주고, 항-호스

래디쉬 퍼록시다제가 결합된 2차항체 (Santa Cruz Biotechonology, Inc)와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다시 PBST로 3

회 씻어주고 ECL(Enhanced chemiluminescence, Amersham Biosciences) 용액과 반응시킨 후 x-선 필름 (Kodak)에

노출시켜 COX-2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자감초 에탄올추출물은 LPS에 의해 유도된 COX-2의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감초 에탄올추출물의 COX-2 단백질의 발현감소 효과는 관찰할 수 없었다(도 ４).

실험예 3. LPS에 의한 TNF-a 와 IL-6의 생성억제

실험예 1-1과 동일한 방법으로 24시간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 상층액을 취하여 유리된 TNF-a 와 IL-6의 양을

eBioscience 사 (eBioscience, San Diego, CA )로부터 구입한 키트 및 키트의 사용자 매뉴얼에 기재된 방법으로 각 사이

토카인의 양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자감초 에탄올 추출물은 LPS에 의해 유도된 TNF-a 및 IL-6 생성을 현저하게 저해 하였다(도 5a, 5b). 이에 비

교하여 감초 에탄올 추출물은 LPS에 의한 TNF-a의 생성억제효과는 관찰할 수 없었으며 (도 5a), IL-6의 생성억제 효과

는 자감초 에탄올추출물에 미치지 못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도 5b).

실험예 4. LPS에 의한 NF-kB의 활성억제

자감초 에탄올추출물에 의한 iNOS 및 COX-2의 발현 저해 기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Ik-B의 분해 정도 및 인산화 정도를

웨스턴 블롯팅을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Raw 264.7 세포는 100 mm 디쉬에 (6 X 106 세포) 분주하여 12시간 동안 부착시

켰다. 자감초 에탄올추출물 10mg/ml로 처리하여 10분, 30분, 120분간 LPS로 자극하였다. 탈인산화저해제를 포함하는 세

포세척액(Active Motif)으로 2차례 세척한 후 실험예 2-2의 방법으로 세포질 용액을 채취하였다. 20 mg의 세포질 단백질

을 12% SDS-아크릴아마이드 겔 상에서 전기영동한 후, PVFD막으로 옮기고, 0.1% teween-20을 포함하는 인산완충액

(PBST)에 녹인 5% 탈지분유액에 이 PVDF막을 상온에서 1시간 방치한 후, PBST로 씻어주었다. 단백질에 항-Ik-B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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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ruz Biotechonology, Inc) 및 항-인산화Ik-B (Santa Cruz Biotechonology, Inc)를 가하여 4℃에서 12시간 반

응시킨 다음 PBST로 씻어주고, 항-호스래디쉬 퍼록시다제가 결합된 2차항체 (Santa Cruz Biotechonology, Inc)와 실온

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다시 PBST로 3회 씻어주고 ECL(Enhanced chemiluminescence, Amersham Biosciences) 용

액과 반응시킨 후 x-선 필름 (Kodak)에 노출시켜 Ik-B및 인산화 Ik-B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LPS 자극 30분 후에 Ik-B 단백질의 분해 정도가 자감초 에탄올 추출물에 의해 현저하게 억제됨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또한 자감초 에탄올추출물 처리에 의해 인산화된 Ik-B의 양이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도 6).

실험예 5. 자감초 추출물과 감초 추출물의 생쥐 귀부종 모델에서 염증 억제효과

5주령 암컷 생쥐를 폴라스 인터내셔날(서울, 한국)에서 구입하여, 12시간을 주기로 빛과 어두운 환경에서 적응시켰다. 6주

~7주령의 생쥐를 각 군당 3마리씩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상기 실시예 1의 자감초 추출물 또는 비교예 1의 감초 추출물을

아세톤과 DMSO(1:1) 용매 50㎕에 녹이고 생쥐의 오른쪽 귀에 국소 도포한 다음, 30분 후 TPA (12-O-

tetradecanoylphorbol- 13-acetate, 5nmol/50㎕)를 아세톤에 녹여 오른쪽 귀에 도포하였다. 이때 왼쪽 귀에는 용매만을

국소 도포하였다. 4시간 뒤에 양쪽 귀를 모두 소독된 6mm 펀치를 이용하여 같은 크기로 잘라내어 미세 저울로 각각의 무

게를 측정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저해능을 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는 것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

다. 생성된 부종 정도는 오른쪽 귀의 무게에서 왼쪽 귀의 무게를 뺀 값으로 하고, 이를 하기 수학식 1에 대입하여 부종 억제

율을 구하였다. 결과는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수학식 1

[표 1]

Treatmenta weight(mg)/punch p-value 억제율(%)

acetone/DMSO + acetone 0.66± 0.25   

acetone/DMSO + TPA(5nmol/50㎕) 7.06± 0.81   

일반감초 추출물(1.0mg/50㎕)+TPA 5.14± 1.27  19.7

일반감초 추출물(2.0mg/50㎕)+TPA 4.36± 1.24  30

자감초 추출물(1.0mg/50㎕)+TPA 1.56± 0.68 p <0.001 86

자감초 추출물(2.0mg/50㎕)+TPA 1.18± 0.40 p <0.001 91.9

a추출물은 용매(아세톤:DMSO=1:1)에 녹여 사용하였으며 TPA는 아세톤에 녹여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자감초 에탄올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TPA에 의해 유도된 염증반응을 억제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도 7),

자감초 추출물은 일반감초 추출물보다 더 뛰어난 생쥐 귀 부종 억제 효능을 나타내었다(도 8).

실험예 6. 세포독성실험

본 발명의 실시예 1에서 얻은 자감초 에탄올추출물의 세포 독성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시예 1의 추출물은 DMSO 용매에 용해시켜, 배지에 0, 5, 10, 15, 20 ㎍/㎖로 희석하여 준비하였다. 모든 시험에서

DMSO의 농도는 0.01%를 초과하지 않는다. 참고예 1에서 배양한 세포현탁액을 100ml (5 X 104 cells)를 96 웰 플레이트

에 분주하여 24시간이 경과 후, 배지를 교환하였고, 혈청이 고갈된 후, 상기에서 준비한 희석 시료로 배지를 교체하였다.

24시간 경과 후, 세포증식 분석 키트(CellTiter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kit)(Promega, USA)의

을 사용하여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용액 (테트라졸리움 화합물(tetrazolium

compound): [3-(4,5-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m,

inner salt; MTS 및 phenazine ethosulfate; PES의 복합체)을 각 웰당 20 ml 첨가하여 차광한 상태로 4시간 배양 후,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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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자감초, 감초 에탄올추출물 모두 RAW 264.7 세포에서 20 mg/ml의 농도에서 세포의 생존 및 증식에 아무런 영

향을 끼치지 않았다.（도　9）.　　

실험예 7. 치사량 내독소혈증 실험

8주령 암컷 생쥐 및 수컷 생쥐를 한림대학교 실험동물센터에서 구입하여, 12시간을 주기로 빛과 어두운 환경에서 적응시

켰다. 9주령의 생쥐를 각 군당 10마리씩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상기 실시예 1의 자감초 추출물 또는 비교예 1의 감초 추출

물을 10 mg/kg체중의 양으로 LPS 투여 24, 2시간 전에 경구투여 하였다. 15 mg/kg체중의 LPS를 복강 내에 투여하여 5

일 동안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자감초 에탄올 추출물은 LPS 투여에 의한 치사율을 50% 억제하였다. 감초 추출물에 의한 치사율억제효과는 관

찰할 수 없었다(도 10).

제제예 1. 주사제제의 제조

실시예 1의 자감초 추출물............................10㎎

소디움 메타비설파이트..............................3.0㎎

메틸파라벤.........................................0.8㎎

프로필파라벤.......................................0.1mg

주사용 멸균증류수...................................적량

상기의 성분을 혼합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2㎖로 한 후, 2㎖ 용량의 앰플에 충전하고 멸균하여 주사제를 제조한다.

제제예 2. 정제의 제조

실시예 1의 자감초 추출물............................200㎎

유당................................................100㎎

전분................................................100㎎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적량

상기의 성분을 혼합하고 통상의 정제의 제조방법에 따라서 타정하여 정제를 제조한다.

제제예 3. 캡슐제의 제조

실시예 1의 자감초 추출물............................10㎎

유당................................................50㎎

전분................................................50㎎

탈크.................................................2㎎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적량

상기의 성분을 혼합하고 통상의 캡슐제의 제조방법에 따라서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캡슐제를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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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예 4. 액제의 제조

실시예 1의 자감초 추출물............................1000㎎

설탕..................................................20g

이성화당..............................................20g

레몬향................................................적량

정제수를 가하여 전체 1000㎖로 맞추었다. 통상의 액제의 제조방법에 따라 상기의 성분을 혼합한 다음, 갈색병에 충전하

고 멸균시켜 액제를 제조한다.

상기 조성비는 비교적 기호음료에 적합한 성분을 바람직한 실시예로 혼합 조성하였지만, 수요계층, 수요국가, 사용 용도

등 지역적, 민족적 기호도에 따라서 그 배합비를 임의로 변형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제제예 5. 건강 식품의 제조

실시예 1의 자감초 추출물.............................1000 ㎎

비타민 혼합물..........................................적량

비타민 A 아세테이트....................................70 ㎍

비타민 E..............................................1.0 ㎎

비타민 B1............................................0.13 ㎎

비타민 B2............................................0.15 ㎎

비타민 B6.............................................0.5 ㎎

비타민 B12............................................0.2 ㎍

비타민 C...............................................10 ㎎

비오틴.................................................10 ㎍

니코틴산아미드........................................1.7 ㎎

엽산...................................................50 ㎍

판토텐산 칼슘.........................................0.5 ㎎

무기질 혼합물...........................................적량

황산제1철............................................1.75 ㎎

산화아연.............................................0.82 ㎎

탄산마그네슘.........................................25.3 ㎎

제1인산칼륨............................................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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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인산칼슘............................................55 ㎎

구연산칼륨............................................90 ㎎

탄산칼슘.............................................100 ㎎

염화마그네슘........................................24.8 ㎎

상기의 비타민 및 미네랄 혼합물의 조성비는 비교적 건강식품에 적합한 성분을 바람직한 실시예로 혼합 조성하였지만, 그

배합비를 임의로 변형 실시하여도 무방하며, 통상의 건강식품 제조방법에 따라 상기의 성분을 혼합한 다음, 과립을 제조하

고, 통상의 방법에 따라 건강식품 조성물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제제예 6. 건강 음료의 제조

실시예 1의 자감초 추출물............................1000 ㎎

구연산..............................................1000 ㎎

올리고당..............................................100 g

매실농축액..............................................2 g

타우린..................................................1 g

정제수를 가하여 전체.................................900 ㎖

통상의 건강음료 제조방법에 따라 상기의 성분을 혼합한 다음, 약 1시간동안 85℃에서 교반 가열한 후, 만들어진 용액을

여과하여 멸균된 2ℓ용기에 취득하여 밀봉 멸균한 뒤 냉장 보관한 다음 본 발명의 건강음료 조성물 제조에 사용한다.

상기 조성비는 비교적 기호음료에 적합한 성분을 바람직한 실시예로 혼합 조성하였지만, 수요계층, 수요국가, 사용 용도

등 지역적, 민족적 기호도에 따라서 그 배합비를 임의로 변형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자감초 추출물은 염증반응의 핵심 매개물질인 iNOS 와 COX-2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서

염증을 경감 내지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자감초 추출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은 염증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로서 독성이 없는 천연약제로 구성된 의약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１은 Raw 264.7 세포에 대한 자감초 및 감초 에탄올추출물이 리포폴리사카라이드(LPS)에 의해 유도된 산화질소

(nitric oxide)생성 억제효과를 나타낸 도이고,

도 ２는 Raw 264.7 세포에 대한 자감초 및 감초 에탄올추출물의 리포폴리사카라이드(LPS)에 의해 유도된 iNOS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웨스턴블롯팅 도이며,

도 ３은 Raw 264.7 세포에 대한 자감초 및 감초 에탄올추출물의 리포폴리사카라이드(LPS)에 의해 유도된 PGE2 생성억

제효과를 나타낸 도이고,

도 ４는 Raw 264.7 세포에 대한 자감초 및 감초 에탄올추출물의 리포폴리사카라이드(LPS)에 의해 유도된 COX-2 단백질

의 발현억제를 나타낸 웨스턴블롯팅 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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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및 도 5b는 Raw 264.7 세포에 대한 자감초 및 감초 에탄올추출물의 리포폴리사카라이드(LPS)에 의해 유도된

TNF-a (5a) 및 IL-6 (5b) 의 생성억제효과를 나타낸 도이고,

도 6은 Raw 264.7 세포에 대한 자감초 에탄올추출물이 리포폴리사카라이드(LPS)에 의해 분해된 Ik-B 단백질의 분해억

제를 나타내는 웨스턴블롯팅 도이고,

도 7은 테트라데카노일포르볼 아세테이트(TPA)에 의해 유도된 생쥐의 국소염증반응에 대한 자감초 에탄올추출물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도이며,

도 8은 자감초 추출물과 감초 추출물의 생쥐 귀부종 모델에서 염증 억제효과를 비교한 도이고,

도 9a 및 9b는 Raw 264.7세포에 대한 자감초 에탄올추출물(9a) 및 감초 에탄올추출물(9b)의 세포독성효과를 나타낸 도

이고,

도 10은 생쥐 치사량 내독소혈증(lethal endotoxemia) 모델에서 치사율에 대한 자감초 에탄올추출물의 억제효과를 나타

내는 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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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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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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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

등록특허 10-0695625

- 15 -



도면7

도면8

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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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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