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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형 당뇨병(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 IDDM)

은 췌장 islet에서 insulin을 분비하는 β세포의 괴로 인하여 나

타나는 자가면역질환(autoimmune disease)으로
1) 생성 기에 췌

장 islet 주 로 면역세포들이 침습하여 interleukin(IL)-1β와 

interferon(IFN)-γ와 같은 싸이토카인(cytokine)을 분비하게 된다
2,3). 분비된 싸이토카인은 췌장 β세포에 작용하여 

iNOS(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의 발 을 증가시키고 이

로 인한 산화질소(nitric oxide, NO) 생성의 증가는 췌장 β세포 

괴의 주 매개체로서 알려져 있다
3-6).

    천화분은 葫蘆科(박과 ; Cucurbitaceae)에 속한 다년생 援

性草質藤本인 하늘타리  동속 근연식물의 괴근으로 淸熱生津, 

淸肺化痰, 消腫排膿의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 실험

으로 alloxan으로 유발된 당뇨 흰쥐에 한 천화분 추출물의 

항당뇨 효과가 보고되었다8).

    이에 자는 천화분 추출물이 백서 췌장 β-세포인 RINm5F 

세포에서 싸이토카인에 의해 유발된 독성에 한 방어효과를 조

사하 으며 그 기  조사를 하여 NF-κB 등을 찰한 결과 유

의한 변화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천화분 추출물의 조제

    천화분 200 g에 3차 증류수 1.8 L를 환 류 라스크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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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를 부착하여 3시간 동안 열기로 끓인 후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청액을 회  진공 농축기로 감압농축한 

후 동결건조기에서 건조하여 21.2 g의 분말 시료를 얻은 후 -7

0℃에 보 하여 사용하 다.

2. 세포배양

    RIN, clone 5F (RINm5F) 세포는 NEDH rat islet cell tumor

에서 유래한 췌장 β-세포계로
9)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2 mM glutamine, 10,000 units/㎖ penicillin, 50 

㎍/㎖ streptomycin, 그리고 2.5 ㎍/㎖ amphotericin B가 포함된 

RPMI 1640 배양액에서 5% CO2, 95% O2, 37℃가 유지되는 배양

기에서 배양하 다.

3. 세포생존율 측정: MTT assay

    RINm5F 세포를 96 well 세포배양 용기에 1×10
4 cells/㎖씩 

분주하여 24 시간 세포배양 용기에 부착시키고, 안정화된 

RINm5F 세포에 천화분 추출물 등을 48시간 처리하여 0.5 ㎎/㎖ 

MTT〔3-(4,5-dimethylthiazol -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와 1시간 반응시켰다. 생존 세포가 MTT로부터 생성한 

보라색 불용성 formazan은 DMSO로 용해하여 570 nm 장에서 

ELISA reader(Molecular Device, E-max, USA)로 흡 도를 측정

하 다. 측정한 formazan 생성 정도는 조군 세포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하 다.

4. Western blotting 

    RINm5F 세포(3×106 cells/well) 는 췌장 islet에 IL-1β, 

IFN-γ 혹은 천화분 추출물을 처리한 후에 포집된 세포는 세포

쇄용액과 4℃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30 ㎍의 단백질을 두 배의 

sample buffer(5 mM EDTA, 4% sodium dodesyl sulfate (SDS), 

20% glycerol, 200 mM Tris, pH 6.8, 0.06% bromophenol blue)

와 혼합 후, 100℃에서 3분 가열하여 단백질 변성을 유도하고 

10% gel에서 sodium dodes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를 시행하 다. 기 동을 마친 gel

의 단백질은 semi-dry electrotransfer system(0.8 mA/㎠)을 이용

하여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킨 다음, 5% skim 

milk와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켜 비특이 인 항체반응을 억제시

켰다. 일차항체(primary antibody)는 TBS-T에 1:1,000으로 희석

하여 nitrocellulose membrane과 상온에서 24시간 반응시키고 

TBS-T로 10분 3번 세척한 후, 이차항체(secondary antibody)인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IgG를 반응시켰다. 발 된 

단백질양은 Chemi-doc image 분석기(Bio-Rad, UK)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5. NF-κB의 활성측정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사인자 활성을 측정키 해 먼  한약재 는 싸이토카인

이 처리된 RINm5F 세포에서 핵 추출물은 Jeong 등의 방법10)으

로 모았다. 세포는  삼투압 용해용액(0.2 mM PMSF, 10 ㎍/㎖ 

aprotinin, 20 μM pepstatin A, 0.1 mM antipapain)으로 10분 얼

음에서 팽창시켜 최종 으로 Nonidet P-40을 0.1%되게 처리한 

후 2,500 rpm에서 원심분리 하여 핵단백질만을 모았다. NF-κB의 

활성측정은 NF-κB의 consensus binding site을 가진 

oligonucleotide probe(5'-CCG GCC GGT TAA CAG AGG 

GGG CTT TCC GAG-3`)를 10 mM Tis-HCL 용액(pH 8.0, 50 

mM NaCl, 10 mM MgCl2, 1 mM DTT 함유)에 희석한 후 85℃

에서 5분 annealing 한 후 100 ng을 Rediprime kit(Amersham, 

England)를 이용하여 32P
를 부착시켰다. 방사선 동 원소가 부착

된 probe는 5-10 ㎍의 핵단백질과 실온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냉

온실에서 4% polyacrylamide gel에 기 동 하 다. 이 gel은 

건조 후 Ras-3000 Image Analyzer (Fuji Film, Japan)을 이용하여 

NF-κB 활성을 측정하 다.

6. Islet 분리

    췌장 islet은 Kim 등이 시행한 방법
11)에 따라 250 g 내외의 

Sprague-Dawley rat에 collagenase perfusion를 시행하여 분리하

다. 분리한 islet은 2 mM L-glutamine, 10% heat-inactivated 

fetal calf serum, 100 units/㎖ penicillin, 100 ㎍/㎖ 

streptomycin이 포함된 RPMI-1640 배지에 24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7. Glucose-stimulated insulin secretion (GSIS)

    Islets에 싸이토카인 는 천화분 추출물을 24시간 동안 처리

한 후 3 mM D-glucose가 포함된 Krebs-Ringer bicarbonate 

buffer (25 mM Hepes, 115 mM NaCl, 24 mM NaHCO3, 5 mM 

KCl, 1 mM MgCl2, 2.5 mM CaCl2, 0.1% bovine serum albumin)

로 3번 washing 한 후 5.5 mM 는 20 mM D-glucose에 30분간 

노출 시킨 후 분비된 인슐린양을 ELISA (Molecular Device,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8. 단백질 정량

    단백질 정량은 bovine serum albumin을 기 치로 이용한 

Bradford의 방법12)에 의거하여 정량 하 다.

9. 통계 처리

    실험 결과는 mean±S.E.M으로 표시하 으며 유의성의 검정

은 One-Way Anova test (Microcal Origin; version6.0; Microsoft; 

USA)에 의하 으며 p< 0.05인 것만 유의한 것으로 하 다.

결    과

1. 천화분 추출물의 싸이토카인에 의한 세포생존율 감소에 한 

방어효과

    RINm5F 세포에 싸이토카인인 IL-1β와 IFN-γ를 병합하여 

48시간 동안 처리한  3시간 동안 다양한 농도의 천화분 추출물

을 처리한 후 MTT assay를 이용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하 다.

그 결과 5.0 ng/㎖ IL-1β와 100 U/㎖ IFN-γ를 처리한 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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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생존율이 조군(100%)에 비하여 41.5%로 감소하 으나 0.1 

㎎/㎖, 0.2 ㎎/㎖의 천화분 추출물을 처리한 군의 세포생존율

은 각각 59.7%, 71.2%로 나타나 싸이토카인을 처리한 군에 비하

여 유의한 방어효과를 나타냈다(Fig. 1). 본 실험에 사용한 천화

분 추출물을 단독으로 처리한 군의 세포생존율은 조군에 비하

여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아 세포 독성은 없었다(Fig. 1).

Fig. 1. Protective effects of Radix Trichosanthis extract (RTE) on 

cytokine-induced decrease of viability in RINm5F cells. Cells (1 x 104)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TE for 3 h, and then treated with IL-1β and 

IFN-γ for 48 h. It`s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 Each value is the mean ±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vs control, 

##p<0.01 vs cytokine-treated group.

2. 천화분 추출물의 iNOS 단백질 발 에 한 효과

    RINm5F 세포에 싸이토카인인 IL-1β와 IFN-γ를 병합하여 

24시간 동안 처리한  3시간 동안 0.1 mg/ml, 0.2 mg/ml 농도

의 천화분 추출물을 처리한 후 산화질소를 생성시키는 유 자로 

알려진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의 단백질 발 양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싸이토카인을 처리한 군의 iNOS 단백질 양

은 증가하 으나 천화분 추출물을 처리한 군은 싸이토카인에 

의한 iNOS 단백질 발 (Fig. 2)의 증가가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Fig. 2. Effects of Radix Trichosanthis extract (RTE) on 

cytokine-induced increase of iNOS protein expression in RINm5F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AE for 3 h, and then treated 
with IL-1β and IFN-γ for 24 h. iNOS protein expression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de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

3. 천화분 추출물의 NF-κB 활성에 한 효과

    RINm5F 세포에 싸이토카인인 IL-1β와 IFN-γ를 병합하여 

30분 동안 처리한  3시간 동안 천화분 추출물을 처리한 후 

NF-κB와 이에 상응하는 κB oligomer와의 결합 정도, 세포질의 I

κBα의 분해 정도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싸이토카인을 처리한 군은 NF-κB 활성도가 증가

하 으며 IκBα의 분해 증가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천화분 추출물을 처리한 군은 싸이토카인을 처리한 군에 

비하여 NF-κB의 활성도가 감소하 으며, 이러한 효과는 싸이토

카인에 의한 IκBα의 분해를 억제하여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

Fig. 3. Effects of Radix Trichosanthis extract (RTE) on 

cytokine-induced NF-κB activation and IκBα degradation in cytosolic 

fractions of RINm5F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AE 
for 3 h, and then treated with IL-1β and IFN-γ for 30 min. NF-κB activities and IκBα in 

cytosolic fractions expressions were determined by EMSA and Western blotting as de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 respectively.

4. 천화분 추출물의 GSIS에 한 효과

    싸이토카인인 IL-1β와 IFN-γ를 병합하여 24시간 동안 처리

한  3시간 동안 0.1, 0.2 ㎎/㎖의 천화분 추출물을 처리한 후 

Krebs-Ringer bicarbonate buffer에 20 mM의 포도당을 30분 동

안 노출시켜 완충액내로 분비된 insulin (Glucose-stimulated 

insulin secretion, GSIS)의 양을 조사하 다.

Fig. 4. Effects of Radix Trichosanthis extract (RTE) on 

cytokine-induced inhibition of glucose-stimulated insulin secretion in 

pancreatic islets. Rat islets (10 islets/500 ㎕) were treated with  IL-1β and IFN-γ in 
the presense or absence of RAE for 24 h. Following the incubation period, GSIS was 

assay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 Each value is the mean ±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vs control, #p<0.05, ##p<0.01 vs cytokine-treated group.

    그 결과 5.5 mM의 포도당으로 자극한 군의 insulin 분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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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0 mM의 포도당으로 자극

한 군에서 싸이토카인을 처리한 군은 insulin 분비량은 10.32 

ng/10 islets으로 나타나 조군(18.62 ng/10 slets)에 하여 유

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천화분 추출물 0.1, 0.2 mg/ml을 

처리 한 군의 insulin 분비량은 각각 14.56, 16.32 ng/10 islets

으로 싸이토카인에 의한 insulin 분비의 감소를 유의하게 억제하

다(Fig. 4).

고찰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1형 당뇨병 in vitro 실험 모델을 이용하여 

천화분 추출물의 항당뇨 효과를 실험 으로 규명하고자 하 다. 

제1형 당뇨병의 췌장 β세포에 한 독성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지 까지 알려진 원인으로 췌장 β세포 주 로 식세

포, T림 구 등과 같은 면역세포들이 침습하여 IL-1β, IFN-γ, 

TNF-α 등과 같은 싸이토카인이 분비되고 이는 췌장 β세포를 자

극하여 산화질소, prostaglandin E2(PGE2)와 같은 물질들이 생산

되어 췌장 β세포가 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이러한 싸

이토카인에 의한 췌장 β세포 독성에 하여 계피13), 사인14), 동과
15), 황련16), 인진17) 등의 방어효과가 보고되었다. Fig. 1에서 나타

났듯이 천화분 추출물을 췌장 β세포인 RINm5F 세포에 3시간 동

안 처리한 군은 싸이토카인을 처리한 군에 비하여 세포 독성

이 감소하 다. 이는 천화분 추출물은 싸이토카인에 의한 

RINm5F 세포의 독성을 방어함을 의미한다. 싸이토카인에 의한 

췌장 β세포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것 의 하나가 산

화질소 이다. 제1형 당뇨병 모델에서 산화질소의 요성은 산화

질소를 생성시키는 유 자로 알려진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의 억제제인 Nw-nitro-L-arginice methylester 

(L-NAME)와 aminoguanidine이 싸이토카인에 의한 β세포 이상

을 억제하는 보고18-20)
에 의해서도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천화

분 추출물은 싸이토카인에 의한 iNOS 단백질 단백질 발 의 억

제에 의한 것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천화분 추출물의 싸이토카인

에 의한 췌장 β세포 독성에 한 방어효과는 산화질소 생성의 

억제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NF(nuclear factor)-κB는 iNOS 유 자를 조 하는 사인자

(transcription factor)로서3,4) 불활성화 상태(inactive form)에서는 

IκB(inhibitory factor of NF-κB)와 같이 복합체를 이  세포질내

에 존재하다가 외부에서 자극이 가해지면 IκB가 인산화

(phosphorylation)되어 분해(degradation)되고 NF-κB는 핵내로 

이동하여 유 자 발 을 조 하게 된다
21,22). 이러한 NF-κB 활성

화에 한 천화분 추출물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싸이토카인에 

의한 NF-κB 활성도의 증가는 천화분 추출물에 의해 유의하게 억

제되었다. 이는 싸이토카인에 의한 IκBα 분해의 억제로 인하여 

나타났다.

    천화분 추출물의 싸이토카인에 의한 췌장 β세포 독성에 

한 방어 효과는 포도당에 의해 자극되어 insulin를 분비하는 췌

장 β세포의 기능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 다. Fig. 4

에 의하면 고농도의 포도당(20 mM) 자극에 의한 insulin 분비는 

싸이토카인에 의해 감소하 으나 천화분 추출물을 처리한 군

은 싸이토카인에 의한 insulin 분비의 감소를 유의하게 억제하

다. 이러한 결과는 천화분 추출물의 췌장 β세포 독성에 한 방

어 효과가 β세포의 insulin을 분비하는 기능 인 면에도 나타남

을 시사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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