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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염 동물모델을 이용한 해조류의 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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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four kinds of seaweeds (Ecklonia cava, Saccharina japonica, Undaria 

pinnatifida, and Gelidium amansii) in the RAW 264.7 cell line and in a mouse model of periodontitis.

Methods: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prepared ethanol extracts of the seaweeds was screened in the RAW 264.7 cell line. A diet containing 

5% of each seaweed was administered to the mice for 2 weeks, followed by lipopolysaccharide (LPS) injection into the periodontal tissue 

to induce inflammation. Nitric oxide (NO) production was analyzed by the Griess reaction and expression of inflammatory marker proteins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Results: All four ethanol extracts inhibited NO production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without cytotoxicity. In addition, all four seaweed 

extracts inhibite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 (COX)-2 expressions in periodontal tissues of LPS-injected C57BL/6 

mice. The mouse group administered U. pinnatifida ethanol extract (UPEE) showed the strongest anti-inflammatory response.

Conclusions: The four seaweeds, E. cava, S. japonica, U. pinnatifida, and G. amansii, all exhibited anti-inflammatory activity in both the 

RAW 264.7 cell line and the LPS-induced periodontitic mouse model. UPEE showed the most potent anti-inflammatory activity. These seaweeds 

might be promising candidates for alleviating periodontal inflammat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nfirm their effectiveness as preventive 

agents for periodontal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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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대표적인 구강 질환 중 하나인 치주질환은 당뇨병, 흡연, 식습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크게 치은염과 치주염으

로 나눠어진다[1][2]. 700 여종의 구강 상재균 중 Porphyromonas 

gingivalis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고[3], 

이러한 치주질환은 프라그의 침착에서 시작하여 치은의 부종, 

출혈 등을 유발하고, 치조골의 파괴를 동반하여 치아상실의 원인

이 되기도 한다[4].

치은과 치주의 염증반응은 세균의 증식으로 발생한 산화 스트

레스와[5] lipopolysaccharide (LPS)가 면역세포를 자극함으로

써 시작된다[6][7]. 이러한 염증반응은 초기 면역세포들의 반응

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원인에 의해 치유가 늦어지거

나 면역세포들의 활동 범위와 활동량을 넘어선 경우에는 만성으

로 이행되어 다양한 질환을 유발되게 된다[8].

이러한 염증 반응을 초기에 완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항생제

와 소염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부작용을 동반되고 있고, 

특히 치주질환과 관련한 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의해작열

감, 착색, 동통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8]. 또한, 과거 치료위주의 진료에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러한 인식변화는 부작용이 적은 치주질환 치료제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9]. 따라서 항염증, 항산화, 항균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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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 섭취가 가능한 해조류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화 

또한 시도되고 있다[10-12].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조류 자원이 풍부하고,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폴리

페놀과 카로티노이드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영양면에서도 뛰어

나다. 특히, Porphyra yezoensis [13], Undaria pinnatifida [14], 

Saccharina japonica [15], Gelidium amansii [16], Ecklonia 

cava [17] 등의 항염과 항산화 및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P. yezoensis나 G. amansii 등의 

치주질환에 대한 항염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람 치은 섬유모

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in vivo에서 효과

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부족한 실정이다[18-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항염효과가 검증된 해조류 중 

E. cava(Ecklonia cava), S. japonica(Saccharina japonica), U. 

pinnatifida(Undaria pinnatifida), G. amansii(Gelidium amansii)

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생쥐 대식 세포주인 RAW 264.7 

cell line에서 nitric oxide (NO) 생성 억제능과 세포생존률을 

분석하고 치주염 동물모델에 적용하여 이들의 치주질환의 항염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세포배양 및 시료

실험에 사용한 생쥐 대식세포(murine macrophages, RAW 

264.7 cell line)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No. 40071;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10%의 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South Logan, UT, USA), 100 Unit Penicillin/Streptomycin 

(Hyclone)이 첨가된 DMEM 배지를 37℃, 5% CO2 가습된 조건

의 incubator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에

서 배양하였다. 사용된 해조류인 E. cava ethanol extract (ECEE), 

S. japonica ethanol extract (SJEE), U. pinnatifida ethanol extract 

(UPEE), G. amansii ethanol extract (GAEE)은 제주생물다양성

연구소(Jeju, Korea)에서 분양받았다. RAW 264.7 cell line의 

염증을 유발하기 위한 LPS와 실험에 사용된 시약인 sodium dodecyl 

sulfate (SDS), dimethyl sulfoxide (DMSO)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차 항체인 

iNOS, COX-2와 actin 그리고 2차 항체인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IgG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oston, 

MA, USA)에서 구입하여 시험분석에 사용하였다.

2. Nitric oxide (NO) 생성량 및 세포 생존율 측정

RAW 264.7 cell line을 24 well plate에 파종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시료를 250 μg/ml와 500 μg/ml 농도로 처리하

였다. 2시간 후 LPS를 1 μ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다시 20시간 

배양하였다. NO 생성량의 측정을 위해 상층액 100 μl를 취하고 

1% sulfanilamide와 1% α-naphthylamide 동량혼합액인 Griess 

시약 10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ium nitrite (NaNO2)를 이용하여 

흡광도의 표준곡선을 구한 후 측정된 시료의 NO농도를 산출하

였다. 그리고 해조류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남은 

1 ml의 배지에 EZ-Cytox 시약(EZ-Cytox cell viability assay kit, 

Daeil lab service, Seoul, Korea) 10 μl를 첨가하고 1시간 동안 

배양한 후 4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생존율은 대조

군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3. 치주염 동물 모델에서 해조류 추출물의 항염 효과

C57BL/6 mice (male, 6-week old)를 stainless steel cage에 

2마리씩 1주일 동안 chow diet와 물로 적응시킨 후 평균 체중 

30 g인 내외로 되었을 때 각 군당 10마리씩 6군으로 나누어 

2주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군은 총 6군으로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ECEE 식이군, SJEE 식이군, UPEE 식이군, GAEE 

식이군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실험식이 조성은 AIN-93을 기

준으로 각 추출물을 5%씩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2주일간 추출물 

식이를 진행하면서 2주차에 PBS에 녹인 LPS를 50 μg/mouse의 

농도로 실험동물의 하악에 0, 2, 4일차에 주사하고 6일차에 이산화

탄소를 이용하여 희생하였다[21]. 그리고 치주염을 유발한 실험동

물의 하악 치주조직을 절제한 후 protein lysis buffer (PRO-PREP, 

Intron Biotechnology, Seongnam, Korea)에 담근 후 homogenizer

를 이용하여 균질화하고 균질화된 검체는 13,000 xg에서 10분동

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을 분리한 후 Bradford 방법을 이용하여 

단백질 농도를 정량하였다. 분리된 단백질 100 μg이 포함된 

시료를 준비하고 10% SDS-poly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 후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 (PVDF, Bio-rad)으로 이동

시켰다. 그리고 PVDF membrane은 5% non-fat dry milk를 

PBST에 녹여 1시간동안 실온에서 블로킹을 진행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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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264.7 cell line was incubated with and without indicated concentrations

of seaweed ethanol extracts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LPS (1 μg/ml)

for 20 h. Untreated means negative control without LPS treatment, while

control means positive control with LPS treatment. Data represent the means±SD

of triplicate experiments.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appli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s. A

value sharing same superscrip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ure 1> Effects of four kinds of seaweed ethanol extracts on

NO product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 line.

RAW 264.7 cell line was incubated with and without indicated concentrations

of seaweed ethanol extracts for 2h, and then incubated with LPS (1 μg/ml)

for 20h. Untreated means negative control without LPS treatment, while 

control means positive control with LPS treatment. Data represent the means±SD

of triplicate experiments.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as appli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s. A

value sharing same superscrip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ure 2> Effects of four kinds of seaweed ethanol extracts on

cell viability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 line.

후 1:1,000의 비율로 희석한 1차 항체와 섞은 후 4℃에서 24시간

동안 hybridization을 하였다. 1차 항체와의 hybridization이 끝난 

PVDF membrane은 PBST로 3회 세척 후 다시 1:1,000으로 

희석한 2차 항체와 실온에서 2시간 동안 hybridization을 하였다. 

2차 항체까지 반응이 끝난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 

solution (ECL,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을 이용하여 효소 반응하여 film (ECL sensitive, GE 

Healthcare, Chicago, IL, USA)에 감광한 후 단백질의 발현 변화

를 분석하였다.

4. 통계 분석

3회 반복 시행한 모든 실험 결과는 SPSS 통계 프로그램

(version 25.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으며,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시험군간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평균 ± 표준편차(mean ±SD)를 나타내었다. 

또한 사후 검증을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

였다.

Ⅲ. 연구결과

1. 해조류 추출물의 NO 생성 억제 효과 및 세포 독성

에 미치는 영향

4종류의 해조류인 ECEE, SJEE, UPEE, GAEE의 항염증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RAW 264.7 cell line에 각각 250, 500 μg/mL

의 시료를 처리하고 1 μg/mL의 LPS로 염증을 유도한 결과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산을 유의적

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시료가 세포생

존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실험 농도에서

는 세포 독성을 야기하지 않았다(Figure 2).

2. 치주염 동물모델에서 해조류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치주염 동물모델에서 해조류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2주 동안 ECEE, SJEE, UPEE, GAEE가 5% 포함된 

식이를 제공하면서 2주차에 50 μg/mouse의 농도로 LPS를 실험

동물의 하악에 3회 주사하여 치주염을 유발하였다. 그리고 치주

염이 유발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악 치주조직을 

절취한 후 단백질을 추출하고 Western blot analysis를 시행한 

결과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LPS injection으로 치주조

직에 iNOS와 COX-2의 발현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치주염이 

유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험군에서 iNOS와 

COX-2의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UPEE에

서는 두드러지게 염증이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해조류 추출물은 치주염 동물 모델에서 치주염을 억제하는 

활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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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group

Extract conc. (5%) - - ECEE SJEE UPEE GAEE

LPS (50 μg/mouse) - + + + + +

iNOS ▶

COX-2 ▶

Actin ▶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iNOS and COX-2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 analysis.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Figure 3> Effects of four kinds of seaweed ethanol extract on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s in periodontium of mice 

treated with LPS.

Ⅳ. 고찰 및 결론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치주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 중 

만성 치주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7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치주질환 

유병률이 2012년 20.7%에서 2015년 26.4%, 2016년-2018년 

23.2%로 보고되었고, 치주질환은 30대 이후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22]. 즉, 치은출

혈, 치조골 소실, 통증, 흔들림을 거쳐 상실에 이르게 되며, 치아우

식증과 달리 치주염은 한 치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치아에 광범위하게 발병한다[4]. 최근 연구들에서는 치주염이 

단순히 구강병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만성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치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24]. 이에 치주질환의 유병율을 낮추기 위하여 정부에

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보험급여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치주염의 유병율은 높은 실정이다[25].

이러한 치주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칫솔질이고 치석

제거와 치근면활택 등의 시술에 의존하고 있다[26]. 시술 후 

치주조직의 치유를 촉진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약을 복용

하고, chlorhexidine과 같은 약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착색, 작열

감, 동통 등의 다양한 부작용의 발생으로 인하여 천연 추출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7]. 이에 치주염의 예방

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연 추출물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약제를 이용하여 P. gignvalis에 대한 

항균력과 항염효과를 검증하거나 P. yezoensis, G. amansii, 

Gracilaria textorii 등의 해조류를 사람 치은 섬유모세포을 이용

하여 항염과 항산화 효과를 입증하였다[28][18-20]. 이에 항염효

과가 입증된 해조류를 이용하여 치주염 동물모델에 적용하여 

항염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ECEE, SJEE, UPEE, GAEE를 RAW 264.7 cell line에 250, 

500 μg/ml로 처리한 후 NO 생성 억제능을 분석였고 이들 해조

류는 농도 의존적으로 NO생산을 억제하였다. 이는 사람 치은 

섬유모세포에서 U. pinnatifida, S. japonica, G. amansii의 항염

과 항산화효과를 분석한 실험에서 농도의존적으로 NOS의 활성

을 억제하는 것과 동일한 양상의 결과를 보였다[14-17]. 그리고 

유의적인 효과를 보인 250, 500 μg/ml의 농도에서 실험에 사용

한 시료 모두 세포독성을 야기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사람 

치은 섬유모세포에서의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14-17].

RAW 264.7 cell line에서 NO 생성 억제 효과 확인 후 치주염 

동물모델을 이용한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조류를 

식이한 동물에 LPS를 injection하여 치주염을 유발하고 치주조

직에서 염증 단백질을 분석한 결과 네 시료 모두 염증 매개 물질인 

iNOS와 COX-2 모두 억제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고, 특히 U. 

pinnatifida의 항염 활성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람 치은 섬유모세포 실험에서 G. amansii, P. yezoensis 

ethanol extract가 항염효과[18]를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치주염 동물모델을 이용한 한련초 추출물에서의 치주염

개선 효과[28]와 마치현 및 금전초 추출물에 대한 치주염증 억제

효과[29]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두 연구 모두 한약제를 이용하

였으나, 치주염을 유발 방법은 rat을 이용하여 마취하에 1번 

대구치 치경부에 멸균된 나일론실을 결찰하는 것과 LPS를 주입

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 시료별 

5%를 포함하는 식이를 제공한 반면, 박 등[28]의 연구에서는 

한련초 추출물을 100 ㎕씩 도포하였고 박 등[29]의 연구에서는 

마치현과 금전초 에탄올 추출물을 음수에 혼합하여 사용하여 

각기 방법은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약제가 아닌 식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해조류

를 시료로 활용하였고, 함유량 또한 낮은 농도를 사용하여 가글이

나 세치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치주염증의 억제효과를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료, 

음수, 도포, 강제 식이와 같이 적용방법을 달리하는 추가실험을 

통하여, 치주조직 단백질 분석 뿐만 아니라 혈액분석과 치조골 

소실평가 등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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