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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 (地錦草, Euphorbia humifusae Wind)는 극과(大戟, 

E. pekinensis)에 속하는 한해살이 식물로서 비단풀 는 지면(地

綿), 갈(草血竭), 견수(血見 ), 오공 (蜈蚣草), 선도 (仙

挑草) 등으로도 불린다. 지 는 민간요법에서 항암작용과 해독

작용, 항균작용, 진정작용 등이 뛰어나 다양한 질병의 치료와 

방에 사용되어져 왔으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  추출물에는 

라보노이드, 사포닌, 타닌, 메틸에스톄르, 마쿨라톨, 시토스테

놀, 알칼로이드 등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본 도감에 의하면 지 의 기미는 쓰고, 시며, 성질은 평하

고 독성은 없으며, 옹종과 악창, 칼에 베인 상처와 타박상으로 인

한 출 , 피가 섞여 나오는 설사, 하열  여러 부인병을 치료에 

사용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재까지 이들의 효능에 한 구체

인 실험  근거는 아직 제시된 바가 없다.

    염증을 포함한 다양한 생체 반응에서 prostaglandin은 세포

의 분열이나 증식에 향을 으로서 각종 인체 질병의 유발과 

진행에 요한 역할을 함이 최근 밝 지고 있다2). Prostaglandin

의 합성에서 2가지의 cyclooxygenase (COX) isoform이 여하

고 있는데, 부분의 조직에서 일정한 수 으로 발 되는 

COX-1의 경우 인체의 항상성 유지와 연 된 기능수행에 여하

며, COX-2는 암을 포함한 세포의 성장  분화와 연 된 각종 

퇴행성 질환의 발병과 진행에 요한 역할을 한다2,3). 역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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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여러 종류의 암 조직에서 COX-2와 inducible nitric oxide 

synthease (iNOS)가 높은 수 으로 발 되고 있으며 이들 두 유

자의 발 을 증 시킬 경우 apoptosis에 한 항성을 가지

는 으로 보아 특히 염증반응과 함께 세포의 암화에 COX-2는 

iNOS와 한 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2,4)
. 한 COX-2의 

과발 에 의해 암조직에서의 신생  이능이 높아지고 

apoptosis를 막는다는 과 COX-2 특이  해제에 의한 

angiogenesis와 종양형성의 억제 등의 결과에서 이 유 자의 선

택  조 에 의한 암 방 략이 두되고 있다5,6)
. 

    한편 암 뿐만 아니라 면역계 질환, 심  질환, 당뇨 등과 

련된 유 자의 promoter 역에 결합하여 그들의 유 자발

을 유도하는 nuclear factor kappa B (NF-κB p65)에 의하여 

COX-2 발 이 조 된다는 보고들에서도 COX-2의 요성을 잘 

알 수 있다4,6). 뿐만 아니라 early growth response gene 1 

(Egr-1)에 의해서도 다양한 염증매개 물질들이 조 되고 있다는 

결론이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7-9). 이러한 

COX-2의 최근 연구 방향은 사활성 요소와 연 된 상  신호

달 경로에 많은 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활성을 조

할 수 있는 물질의 탐색작업에 많은 비 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활성요소와 연 된 염증매개물질들에 

한 다수의 연구는 인체의 정상 인 세포에서 많이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을 뿐 암세포에서의 그 기 에 해서는 잘 알려져 있

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인체 세포에서 염증매개물질에 

의하여 유도되는 COX-2의 발 억제에 한 연구가 많이 시도됨

으로써 암세포를 포함한 비정상 인 세포에서의 염증매개물질들

의 기 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데 비 이 가해지고 있다10-14). 

    이러한 보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체 구암 세포인 

U937 세포를 이용하여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에 

의한 염증매개인자들의 발 과 조 기 에 하여 조사하고자 

하 다. 이러한 시도를 하고자하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PMA가 

인체정상세포와 암세포에서 염증매개물질인 COX-2, iNOS와 

prostaglandin E2 (PGE2)의 발 에 여한다는 연구결과가 밝

지고 있지만15-20)
 염증매개물에 한 발 과정은 아직 잘 알려진 

바 없으며 더욱이 지 와 같은 한약재를 상으로 시행한 연

구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  열수 추출물(water extract of E. humifusae, 

WEEH)의 항염증 효과의 생화학  기 의 해석을 좀 더 명확히 

조사하기 하여 WEEH 추출물이 COX-2 발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이를 하여 인체 구 U937 세포에서 PMA에 의한 

COX-2의 발 에 미치는 WEEH의 향을 조사하 으며, PMA가 

COX-2의 발 과정에 여하는 사조  인자  이들의 발 에 

한 WEEH의 향들을 조사하여 유의 인 결과를 얻었기에 이

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세포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인체 구세포인 U937은 한국생명공학연

구소에서 분주 받았으며, 10% fetal bovine serum (FBS)에 1%의 

penicillin  streptomycin (Biofluids, Rockville, MD, USA)이 포

함된 RPMI-1640 배지(Gibco BRL, Grand Island, NY, USA)를 사

용하여 37℃  5% CO2 조건 하에서 배양하 다. 

2. 시료의 비  처리

    본 실험에 사용된 지 는 동의 학교 한의과 학 부속 한

방병원에서 구입하 으며 WEEH를 얻기 하여 100 g의 지

를 1,000 ml의 증류수에 3시간 이상 끓인 후, 3,000 rpm으로 20

분간 원심 분리시켜 침 물을 제거하 다. 이를 다시 0.45 ㎛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부유 성분을 걸러낸 후 수용성분을 동결 건

조하여 사용하 다. WEEH와 PMA의 단독 혹은 혼합 처리를 

하여 U937 세포를 세포배양용 페트리 시에 5 × 104개/㎖ 정도

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안정화시켰다. WEEH는 세포에 처리하

기 직  정 농도로 성장배지에 첨가하여 녹인 다음, 0.22 ㎛의 

pore size를 가진 주사기용 필터 유닛을 사용하거나 1회용 펌  

필터 유닛을 사용하여 미생물  불순물을 걸러낸 다음, 세포의 

성장배지를 갈아주면서 직  처리하 다. 

3. MTT assay에 의한 세포 성장억제 조사

    세포배양용 96 well plate에 5 × 104개/㎖로 희석한 U937 세

포를 함유한 배지를 100 ㎕/well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

화시킨 다음 WEEH를 배지에 희석하여 처리한 후 배양하 다. 

24시간 후 배지를 제거하고 tetrazolium bromide salt (MTT,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시약을 0.5 ㎎/㎖ 농

도로 희석하여 200 ㎕씩 분주하고 3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배양

이 끝난 다음 MTT 시약을 제거하고 dimethylsulfoxide (DMSO, 

Sigma)를 100 ㎕씩 분주하여 well에 생성된 formazin을 모두 녹

인 후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

로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측정은 모두 세 번을 하

으며, 그에 한 평균값과 표  오차를 Sigma Plot 4.0 로그램 

(SPSS Ins.)으로 구하 다.

4. 상차 미경을 이용한 세포의 성장과 형태의 찰

    세포 배양용 100 mm petri dishes에 세포를 5 × 104개/ml 

정도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다음 WEEH  PMA

를 단독 혹은 혼합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도립 미

경(inverted microscope,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200배

의 배율로 각 농도에 따른 세포 형태의 변화를 찰하 다.

5. DAPI staining에 의한 세포핵의 형태 찰

    동일 조건에서 배양된 U937 세포 핵의 형태  변화를 찰

하기 하여 비된 세포를 모은 다음 37% formaldehyde 용액

과 PBS를 1 : 9의 비율로 섞은 fixing solution을 이용하여 상온에

서 10분 동안 고정하 다. 이를 1,000 rpm에서 5분간 cytospin을 

이용하여 slide glass 에 부착시킨 후 0.2%의 Triton X-100 

(Amresco)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10분간 고정하 다. 그 후 다시 

PBS로 수세하고 4',6-diamidino-2- phenylindole (DAPI,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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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세포가 고정된 slide glass 에 당량을 떨어뜨린 후 빛

을 차단하고 상온에서 염색시켰다. 15분 정도 염색시킨 후, PBS

로 DAPI 용액을 충분하게 세척하고 증류수로 재빨리 세척한 다

음 absolute alcohol을 이용하여 탈수과정을 거친 slide glass 

에 mounting solution을 처리한 후 형  미경(fluorescent 

microscope, Carl Zeiss)을 이용하여 400배의 배율로 각 농도에 

따른 세포 핵의 형태 변화를 찰하 다.

6. Prostaglandin E2 (PGE2)의 측정

    PGE2 생성양의 변화 측정을 한 PGE2 EIA kit는 Cayman 

Chemicals (Ann Arbor, MI, USA)에서 구입하 으며, PGE2의 양

을 측정하기 하여 정상  다양한 농도의 WEEH를 1시간 선 

처리 후 PMA (40 nM)를 처리한 배지에서 6시간 동안 U937 세

포를 배양시킨 다음 상층액만 이용하여 제시된 방법에 따라 처

리한 다음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20 nm의 흡 도를 이용

하여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 다. 

7. Western blot analysis에 의한 단백질 발 의 분석

    비된 세포들에 당량의 lysis buffer [25 mM Tris-Cl (pH 

7.5), 250 mM NaCl, 5 mM EDTA, 1% NP-40, 1 mM 

phenymethylsulfonyl fluoride (PMSF), 5 mM dithiothreitol 

(DTT)]를 첨가하여 4℃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14,000 pm

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그 상층액을 취하 다(세포질과 핵 

내 단백질 추출은 cytosolic lysis buffer 혹은 핵내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제시된 방법에 따라 단백질 추출). 

    단백질 농도는 Bio-Rad 단백질 정량 시약(Bio-Rad, 

Hercules, CA, USA)과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량 한 다음 동량의 

Laemmli sample buffer (Bio-Rad)를 섞어서 sample을 만들었다. 

이 게 만든 동량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phate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기 동으로 분리하 다. 

분리된 단백질을 함유한 acrylamide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 (Schleicher and Schuell, Keene, NH, USA)으로 

electroblotting에 의해 이시킨 후, 5% skim milk를 함유한 

PBS-T (0.1% Tween 20 in PBS)에 담구어 상온에서 1시간 정도 

incubation하여 비특이 인 단백질들에 한 blocking을 실시하

고 PBS-T로 15분정도 세척하 다. 비된 membrane에 1차 항체

를 처리하여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는 4℃에서 over night 시킨 

다음 PBS-T로 세척하고 처리된 1차 항체에 맞는 2차 항체를 사

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정도 반응시켰다. 다시 PBS-T로 세척하

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용액(Amersham Life 

Science Corp, Arlington Heights, IL, USA)을 용시킨 다음 암

실에서 X-ray film에 감 시켜 특정단백질의 양을 분석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항체들은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Calbiochem (Cambridge, MA, USA)

에서 구입하 으며, 2차 항체로 사용된 peroxidase-labeled 

donkey anti-rabbit immunoglobulin  peroxidase-labeled 

sheep anti-mouse immunoglobulin은 Amersham Corp.에서 구

입하 다. 

결과  고찰

1. U937 세포의 증식  형태에 미치는 PMA와 WEEH의 향

    실험 조건의 설정을 하여 비된 PMA와 WEEH 시료를 

U937 세포에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MTT assay법에 하여 

PMA와 WEEH 처리에 의한 세포증식 변화 여부를 조사하 다. 

실험방법에 서술한 것처럼 WEEH 추출물과 PMA가 처리된 

U937 세포를 상으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얻은 MTT 

assay 흡 도 결과는 Fig. 1A와 같다. Fig. 1A에서 알 수 있듯이 

PMA (40 nM) 혹은 WEEH 처리 농도 (25-100 ng/ml)의 증가에

도 불구하고 흡 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즉 40 nM의 PMA 혹은 

WEEH의 추출물을 100 ng/ml까지 단독 혹은 혼합 처리했을 때 

U937 세포의 증식에는 아무런 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MA와 WEEH 처리에 따른 U937 세포의 체 인 형태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PMA와 WEEH를 단독 혹은 함께 처리하여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도립 미경을 이용하여 세포의 형태를 

찰하 다. Fig. 1B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U937 세포는 PMA와 

WEEH 추출물을 단독 혹은 같이 처리했을 때 세포의 도 변화

나 세포독성에 의한 세포사멸의 지표로 확인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변화도 동반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Fig. 1C의 U937 세

포 핵 모양에 한 DAPI 염색법에 의한 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

지로 의 결과와 부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의 

조건에서 U937 세포에 PMA (40 nM)와 WEEH (25-100 ng/ml)

를 단독 혹은 같이 처리하여도 형태  변화와 도의 감소에 따

른 생존율 감소와 증식에는 아무런 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 Effect of the water extract of E. humifusae (WEEH) and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on the cell proliferation and 

morphology of U937 cells. (A) U937 cells were seed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nd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WEEH and 40 

nM PMA. After 24 h incubation with WEEH and PMA, MTT assay was performed. 

Results are expressed as average from three separate experiments. (B) The cells 

were seeded and treated with 100 ng/ml WEEH, 10 nM PMA or  WEEH + TRAIL 

for 24 h. Cell morphology was visualized by inverted microscope. Magnification, 

X200. (C) The cells were stained with DAPI solution. Stained nuclei were then 

observed under fluorescent microscope using blue filter. Magnification,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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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OS  COXs의 발 에 미치는 PMA의 향

    U937 세포에서 PMA에 의한 COX-2의 과발  상을 찰

하기 하여 정상  PMA가 농도별 혹은 시간별로 처리된 배지

에서 자란 세포들을 모아서 Western blotting을 실시하 다.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PMA를 농도별로 6시간 처리했을 때 처

리되지 않은 세포의 경우 COX-2의 발 이 매우 은 반면 PMA

가 처리된 배지에서 자란 U937 세포에는 COX-2 단백질의 발

이 강하게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으나, iNOS 는 

COX-1의 발 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Fig. 2A의 결과를 바탕으

로 PMA 농도를 40 nM로 고정하고 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라서 

COX-2의 발 변화에 하여 조사해 본 결과, Fig. 2B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iNOS나 COX-1의 발 은 PMA 처리 시간의 증가

에 의해서도 큰 변화가 없었으나, COX-2의 발 은 4시간째부터 

시작하여 6시간째까지 지속 인 증가를 찰할 수 있었다. 이로

부터 U937 세포에 PMA를 처리했을 때 염증발 조 에 큰 작용

을 하고 COX-2가 하게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는 반면 

iNOS 혹은 COX-1의 발 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U937 세

포의 증식과는 아무런 연 성이 없었다.

Fig. 2. Effects of PMA treatment on the levels of iNOS and COXs 

protein expression in U937 cells.  Cells were 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PMA for 6 h (A), or incubated with 40 nM PMA for indicated times 

(B). The cells were lysed and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3. PMA에 의한 COX-2의 발   PGE2 생성 증가에 미치는 

WEEH의 향

    부분의 세포에서 COX-2 발  변화는 다양한 질병을 일으

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밝 지면서 이러한 염증매개인자의 억

제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21-23). 따라서 PMA에 의한 

COX-2의 과발  상에 한 WEEH의 향을 조사하기 하여 

WEEH를 농도별로 1시간 선 처리 한 후  PMA가 처리된 배지

에서 자란 세포들을 모아서 Western blotting을 실시하 다. Fig. 

3A에 나타낸 바와 같이 Fig. 2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iNOS 는 

COX-1의 발 은 PMA 단독처리 시 변화가 없었으며 WEEH와 

함께 처리했을 때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iNOS의 약간의 변화가 

찰되었으나 유의 이지는 않은 것 같음). 반면 PMA에 의하여 

과발 된 COX-2의 단백질 발 은 WEEH의 선 처리에 의하여 

하게 감소하 으며, WEEH 농도 의존 으로 COX-2의 단백

질 발 을 억제하 음을 알 수 있었다(Fig. 3A). 최근의 많은 연

구결과 보고에 의하면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와 같은 형질 

환된 세포에서도 PMA가 사조 인자들의 발 을 통한 PGE2 

발 을 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염증  련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26)
. 따라서 PMA가 처리된 

U937 세포를 상으로 WEEH의 PGE2의 생성 변화 가능성을 조

사하 다. Fig. 3B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PMA 단독 처리에 

의하여 PGE2의 생성이 하게 증가되었으나, WEEH와의 혼합 

처리에 의하여 WEEH 농도 의존 으로 유의 인 감소 상을 

찰할 수 있었으며, WEEH 단독처리는 PGE2 생성에 큰 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PMA 처리에 따른 PGE2의 생성 억

제에 미치는 WEEH의 효능은 COX-2의 발  억제에 미치는 

WEEH의 경향성과 유사하여 WEEH 처리에 의한 PGE2의 생성 

억제는 COX-2 발  억제와 상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 Effects of WEEH on the PMA-induced COX-2 expression and 

PGE2 production in U937 cells. (A) The cells were pretrea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25, 50 and 100 ng/ml) of WEEH for 1 h followed by incubation 

with PMA (40 nM) for 6 h and collected. The cells were lysed and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nitrocellulose 

membranes. The membranes were probed with anti-iNOS, COX-1 and OCX-2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B) The cells were pretrea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25, 50 

and 100 ng/ml) of WEEH for 1 h followed by incubation with PMA (40 nM) for 

6 h, then the medium was collected, and the release of PGE2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 significance was determined using 

Student’s t-test (*p < 0.05 vs. untreated control).

4. PMA에 의한 NF-κB  Egr-1 발  증가에 미치는 WEEH의 

향

    최근 COX-2의 발 이 몇 가지 요한 사조 인자들의 활

성과 한 연 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양한 실험 방법들

에 의하여 밝 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결과 보고에 의하면 다

양한 조건에서 COX-2의 발  조 에 NF-κB 사조 인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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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밝 지고 있으며
27,28)

, Egr-1 역시 다양한 염증매개 산물들

의 발 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7)
. 즉 

COX-2의 최근 연구 방향은 이러한 사활성 요소와 연 된 상

 신호 달 경로에 많은 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활성

을 조 할 수 있는 물질의 탐색작업에 많은 비 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EEH가 처리된 U937 세포를 상으로 

NF-κB와 Egr-1 발  변화 가능성에 하여 조사해보았다. Fig. 

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NF-κB 사인자 단백질은 PMA 처리에 

의하여 2-4시간 후에 세포질로부터 핵 속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WEEH 처리에 의하여 하게 억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Fig. 4B). 뿐만 아니라 Fig. 5A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Egr-1 단백질 발 은 PMA 처리 시간 의존

으로 하게 증가하 음을 확인하 으나 이는 WEEH 처리 

농도 의존 인 선 처리에 의하여 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5B). 이상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본 실험의 조건에서

는 WEEH와 PMA의 처리에 의하여 U937 세포의 증식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동일 조건에서 PMA에 의한 COX-2 단백

질의 과발 은 WEEH 농도의존 인 선 처리에 의하여 하게 

억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 WEEH의 이러한 

COX-2 발  억제과정은 NF-κB의 핵 속으로의 이와 Egr-1 단

백질의 발  억제와 연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염증매개 

신호 달 인자로 알려진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PI3K)/Akt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경로

와는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특히 

COX-2의 선택  해효과는 WEEH가 U937 세포에서 뿐만 아니

라 기타 다양한 세포에의 항염증작용  면역증진효과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되어지므로, 본 연구 결과는 지 의 생화학  

항염증기  해석을 한 이해와 향후 지속 인 연구를 한 귀

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Fig. 4. Effects of WEEH on the PMA-induced NF-κB translocation in 

U937 cells. (A) The cells were treated with PMA (40 nM) for 0, 1, 2 and 4 h. 
Each time, cytosolic and nuclear proteins were prepared and immunodetect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B) U937 cells were pretreated with WEEH (100 ng/ml) for 

1 h followed by incubation of PMA (40 nm) for 2 h. The nuclear levels of p65 

NF-kB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using the indicated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Fig. 5. Effects of WEEH on the PMA-induced Egr-1 protein 

expression in U937 cells. (A) The cells were treated with PMA (40 nM) for 
the indicated times. Each time, total proteins were prepared and immunodetected 

with anti-Egr-1 antibody. (B)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25, 50 and 100 ng/ml) of WEEH for 1 h followed by incubation of PMA (40 nm) 

for 6 h, and the levels of Egr-1 protei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anti-Egr-1 antibody.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ECL detection system. 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결    론

    염증유발인자로서 COX-2와 PGE2는 정상세포뿐만 아니라 

형질 환된 세포의 증식 조 에서도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 는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세포의 증식

억제  항산화 작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항염증기 에 한 구체 인 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본 연구에

서는 지  열수 추출물(WEEH)의 항염증 작용에 한 효능을 

COX-2의 발  조 에 심을 두어 인체 구 U937 세포를 상

으로 조사하 다. PMA가 처리된 U937 세포에서 COX-2의 발  

증가에 따른 PGE2의 생성이 증가되었으나, COX-1  iNOS의 

발 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WEEH의 선 처리에 의하여 

PMA에 의하여 유도된 COX-2의 발 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었

으며, 그에 따른 PGE2의 생성도 WEEH 처리 농도 의존 으로 

감소되었다. 아울러 WEEH는 PMA에 의한 Egr-1의 발  증가 

  NF-κB의 세포질에서 핵 내로의 이동의 억제하 다. 이는 

WEEH가 PMA에 의한 Egr-1  NF-κB 활성을 통한 COX-2의 

발  증가  PGE2의 생성을 효과 으로 억제함으로서 항염증 

효능을 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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