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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류 대식세포에서 木香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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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validate the use of Saussurea Lappa as an anti-inflammatory drug in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water-soluble extract of Saussurea Lappa (ESL) on the production of pro-inflammatory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 murine RAW 264.7 macrophages stimulated with the endotoxin lipopolysaccharide

(LPS). The extract inhibited dose-dependently TNF-α production without its cytotoxic effect on the macrophages, as

measured by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and significantly decreased mRNA levels of TNF-α, as determined

using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extract also inhibited LPS-induced activation of nuclear factor-

κB, thereby resulting in TNF-α gene ex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SL may have therapeutic potential in the

control of inflammatory diseases mediated by activated macroph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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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木香은 菊花科(Compositae)에 속한 多年生草本인 당木香의

根으로 辛, 苦, 溫, 無毒하고 脾․胃․大腸․膽經에 작용하며 行

氣止痛․健脾消食․止痢 등의 효능이 있어 脾胃氣滯, 食滯瀉痢

後重, 肝失疏泄, 脾胃氣虛不運 등의 병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 또한 실험적으로 木香은 위암세포의 고사를 유도하

고2), 木香의 성분이 세포고사를 유도하는 등3-5),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5-16)

.

염증은 감염성 물질, 허혈, 항원-항체반응, 열 또는 다른 신

체적인 상처 등과 같은 수많은 자극에 의하여 유도되는 일련의

반응을 말한다
17)

. 항염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은 서로 화학적 유

사성은 많지 않으나 작용기전이나 부작용이 서로 유사하다17).

각 약물의 작용강도에 따라 항염증제는 스테로이드성 약물

(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과 비스테로이드성 약물

(non-steroidal anti-inflamatory drug, NSAID)로 구분할 수 있

다17).

NF-κB는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TNF-α,

interleukin-1 (IL-1), IL-6, IL-8, GM-CS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 1, E-selectin, MHC

class I 와 II 분자, cyclooxy genase type 2 등의 발현을 증가시키

는 전사인자이다18). 즉, NF-κB는 여러 종류의 염증성 질환의 시

작과 진행과정에서 염증유발 인자의 발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

다. 그러므로 NF-κB의 활성 억제는 만성 및 급성 염증 질환의 치

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木香 물 추출물이 LPS 자극에 의한 대식세포의

TNF-α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얻은 바 이를 보고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재료

배양배지(RPMI 1640), antibiotic/antimycotic 및

Trypsin-EDTA 는 Gibco/BRL (Grand Island, NY, USA)로부터



이민석․류도곤․권강범

- 276 -

구입하였으며 FBS (fetal bovine serum)는 U.S. Bio-Technologies

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NF-α (tumor necrosis factor-

α), p-I-κBα (phosphorylated inhibitory protein kappa B alpha)

및 β-actin 항체는 Santa Cruz사 (Santa Cruz, CA,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LPS (lipopolysaccharide), sodium

bicarbonate 및 기본 시약들은 Sigma (St. Louis, Missouri, USA)

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세포배양 용기 및 튜브는

Falcon사 (Becton Dikinson, San Jose, CA,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NF-α 및 p65 NF-κB ELISA Kit는 각각 R&D 및

Active Motif 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세포배양

쥐 대식세포주(RAW 264.7 cells)는 American Tissue culture

collection (ATCC, Rockville, MD, USA)로부터 구입하여 10%

FBS, antibiotic/antimycotic (100 U/㎖ penicillin, 25 μg/㎖

amphotericin D, 100 μg/㎖ streptomycin) 및 1.5% sodium

bicarbonate가 첨가된 RPMI 1640 배지에서 95% 공기, 5% CO2,

습기가 충분한 37℃의 대기로 배양하였다. 세포는 10 cm 배양접

시에 2×106개가 되도록 분주하여 배양하였다.

3. 木香 추출물 제조

건조된 木香 100 g과 3차 증류수 0.9 L를 둥근바닥 플라스크

에 넣고 냉각기를 부착한다음 3시간 동안 전탕 한 후 3,000 rpm

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한 상층액을 취해 회전 진공 농축기로 감

압 농축 하였다. 농축된 시료는 동결 건조기에서 건조하여 12.4

g을 얻은 후 DMSO에 녹여 사용하였다.

4. 세포 생존율 분석

ESL에 의한 RAW 264.7 세포주의 세포 생존율을 MTT

(2-[4,5-dimethylthiazol-2- 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기하면, RAW 264.7 세포주를

96-well plate에 well당 1×104 개가 되도록 seeding 한 다음 IFN-

γ/LPS 및 약제를 24 시간 처리하고 새로운 배지에 50 μg/㎖이

되도록 MTT 를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MTT와 생

존세포로부터 생성된 보라색 불용성 formazan을 DMSO로 용해

하여 595 nm 파장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5. TNF-α 및 p65의 ELISA 분석

RAW 264.7 세포주의 자극에 의하여 분비되는 TNF-α 및

cytosol에서 세포핵으로 translocation 하는 p65 NF-κB를 ELISA

(enzyme linked immunosorbant assay) ki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모든 분석과정은 지침서의 순서에 따라 수행하였다.

6. Western Blotting

포집된 세포를 PBS (phosphate-buffered saline)으로 세척한

다음 세포파쇄 용액(50 mM Tris, pH 8.0, 110 mM NaCl, 5 mM

EDTA, 1% Triton X-100, PMSF 100 μg/㎖)으로 용혈시킨 다음

원심분리하여 단백질 용액을 얻는다. Bradford 분석 방법을 이용

하여 정량한 다음 60 μg을 취하여 동량의 sample buffer (125

mM Tris pH 6.8, 4% SDS 20% glycerol, 10%

2-mercaptoethanol) 혼합한 다음 100℃에서 5분 동안 가열하여

단백질 변성을 유도하였다. 변성된 단백질을 12% acrylamide gel

에서 전기영동을 수행한 다음 nitrocellulose membrane

(Amersharm Pharmacia 사)으로 전위시키고 5% skim

milk/TBS-T로 상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켜 비특이적인 항체반

응을 억제시켰다. TNF-α, p-I-κBα 및 β-actin에 대한 1차 항체

(primary antibody)를 3% skim milk/TBS-T에서 1:1,000으로 희

석하여 membrane과 상온에서 1시간30분 동안 반응시키고 세척

한 다음 anti-mouse 혹은 goat IgG conjugated Horseradish

peroxidase 이차항체(secondary antibody)를 1% skim

milk/TBS-T에서 1:5,000으로 희석하여 membrane과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TBS-T로 세척한 다음 ECL reagent (ECL,

Amersham, Buckinghamshire, England)로 발색시킨 다음 X-ray

film에 감광시켰다.

7. RT-PCR

전체 RNA를 Trizol reagent (Gibco/BRL)를 이용하여 분리

하고 Gene Quant (Amersham Pharmacia Biotech, Freiburg,

Germany)로 정량하였다. 5 μg RNA를 취하여 70℃에서 불활성

화 시킨 다음 1X 1st strand buffer, 0.5 mM dNTP, 15 μg/μL

Oligo(dT), 10 U/μL reverse transcriptase 및 2 U/μL RNase

inhibitor와 혼합하여 42℃에서 40분 동안 reverse transcription

(RT)을 수행하여 cDNA를 합성하고 다시 70 ℃에서 10분 동안

불활성화 시켰다. TNF-α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기 위하여 RT로

부터 만든 cDNA를 1X PCR buffer, 0.2 mM dNTP, PCR primer

및0.03 U/μL Taq Polymerase를 혼합하여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GeneAmp RNA PCR kit, Perkin-Elmer Corp.,

Weiterstadt, Germany)을 시켜 분석하였다. PCR 수행시 온도 및

시간은 94℃/1 min (1 cycle); 94℃/ 1min, 57℃/40 sec, 70℃/

40 sec (27cycles); 72℃/7 min이었고 각각primer는TNF-α : sense

5'-ATG AGC ACA GAA AGC ATG ATC CGC-3', antisense

5'-CCA AAG TAG ACC TGC CCG GAC TC-3' 및 β-actin

sense 5'-CCT TCT ACA ATG AGC-3', antisense 5'-ACG TCA

CAC TTC ATG-3'이었다. PCR 후 얻어진 생성물을 0.5 μg/㎖

EtBr (ethidium bromide)가 포함된 1.5% agarose gel 상에서 전

기영동하여 각각 발현된 유전자의 band를 확인하였다.

8.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mean ±h S.E. 로 표시 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에 의하였으며 p 값이 0.05 이하인 것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결 과

1. 木香의 세포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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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264.7 세포에서 木香 물 추출물(ESL)의 세포독성효과

를 조사 하였다. ESL를 농도별로 RAW 264.7 세포에 24 시간 처

리한 다음 MTT 방법으로 세포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Fig. 1의 결

과와 같이 ESL의 농도범위 10-40 μg/㎖에서 세포 생존율은 95%

이상이었으나, 이보다 높은 농도에서는 세포독성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이후 실험은 독성이 보이지 않는 ESL의 농도범위에서 수

행하였다.

Fig. 1. Effects of ESL on viability of RAW 264.7 cells. The cells were
cultured for 24 h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ESL at indicated concentrations.

The viability was measured by determining reduced MTTcontent. Values are the

mean±S.E. of 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 separated experiments.

Fig. 2. Effects of ESL on TNF-α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for 1 h with either PBS or ESL at the concentrations

ranging from 10 μg/㎖ to 40 μg/㎖, and then stimulated for 24 h with 1 μg/㎖ of

LPS. Pre-TNF-α content (A) and secreted TNF-α content (B)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and by ELISA, respectively. Values are the mean±S.E.

of 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 separated experiments. *p<0.05, **p<0.01

vs. LPS-treated group.

2. 木香의 TNF-α 생성 억제효과

ESL를 농도별로 RAW 264.7 세포에 1시간 전처리한 다음 내

독소 LPS로 자극하고 24시간 후에 배양배지를 회수하여 ELISA

방법으로 분비된 TNF-α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TNF-α 전구체 량

을 Western blot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Fig. 2A에 보인결과와 같

이 ESL는 TNF-α 전구체 량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배양

배지에 분비된 TNF-α 량 또한 ESL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감

소하였다(Fig. 2B). ESL의 농도40 μg/㎖을 1시간 전처리했을 경

우 ESL에 의한 TNF-α 최대 억제 효과가 관측되었다(Fig. 3).

Fig. 3. Effects of ESL treatment on TNF-α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for indicated times with either PBS or ESL
at 40 μg/㎖, and then stimulated with 1 μg/㎖ of LPS. Secreted TNF-α content

was determined by ELISA. Values are the mean±S.E. of 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 separated experiments. *p<0.05, **p<0.01 vs. LPS-treated group.

3. 木香의 TNF-α mRNA 발현 억제효과

ESL를 농도별로 RAW 264.7 세포에 1시간 전처리한 다음 4

시간 LPS로 자극하고 이들 세포로부터 mRNA를 분리하여 ESL

가 TNF-α mRNA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RT-PCR 방법으로 조사

하였다. Fig. 4에 보인 결과와 같이 ESL는 TNF-α mRNA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시켰다.

Fig. 4. Effects of ESL on TNF-α mRNA express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The cells were pre-treated for 1 h with
either PBS or ESL at indicated concentrations, and then stimulated for 4 with 1

μg/㎖ of LPS. mRNA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RT-PCR analysis. Similar

results were observed in three separated experiments.

4. 木香의 NF-κB 활성억제 효과

ESL을 농도별로 RAW 264.7 세포에 1시간 전처리한 다음

LPS로 1시간 자극하고 세포내 Iκ-Bα의 인산화 및 p65 단백질의

핵내로의 전이를 조사하여 NF-κB 활성정도를 측정하였다. Fig. 5

에 보인 결과와 같이 ESL은 LPS에 의한 Iκ-Bα의 인산화와 p65

단백질의 핵내로의 전이를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시켰다. 즉, ESL

은 농도 의존적으로 NF-κB의 활성을 억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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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ESL on NF-κB activation in RAW 264.7 cells. The
cells were pre-treated for 1 h with PBS or ESL at indicated concentrations, and

then stimulated for 1 h with 1 μg/㎖ of LPS. (A) Iκ-Bα phosphorylation was

detected by Western blot and (B) p65 translocation was determined by ELISA.

Values are the mean±4 S.E. of duplicate determinations from three separated

experiments. *p<0.05, **p<0.01 vs. LPS-treated group.

고 찰

木香은 실험적으로 다양한 효과가 보고되고 있는데5-16), 항염

증 효과
6,7)

, 대식세포에서 산화질소 합성에 대한 억제효과
14)

, 또

한 여러 종류의 암세포의 고사를 유도
2-4)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각 약물의 작용강도에 따라 항염증제는 스테로이드성 약물

(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과 비스테로이드성 약물

(non-steroidal anti-inflamatory drug, NSAID)로 구분할 수 있다
17)

.

현재 염증질환의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성

약물의 경우, 그 작용이 비선택적으로 나타나고 부작용이 크므로

장기간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장기간의 사용 목적

으로 NSAID계 약물을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NSAID계 약물 역시 부작용이 발견되고 있다. NSAID로 인해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위장궤양인데, 이것은 때로 출혈로

인한 빈혈이 동반되기도 한다17,19,20). NSAID를 만성적으로 사용

하는 환자들은 비사용자보다 2-3배 이상의 위장관 부작용이 나

타난다. 또한, NSAID는 위장의 불내성, 혈소판 응집의 차단(즉,

thromboxane 합성의 억제), 자궁 운동성의 억제(즉, 임신기간의

연장), prostaglandin에 의해 매개되는 신장 기능의 억제, 과민반

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7,19,20)

. 따라서 세계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강력한 항염 효과를 나타내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개발

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본실험에서 木香 추출물은 염증 유발 물질인 LPS에 의한

TNF-α의 생성을 단백질과 mRNA에 수준에서 유의하게 억제하

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木香 추출물은 처리한 농도와 시간에 의

존적이었다. 위의 결과는 木香인 염증 치료제로서 개발 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최근의 연구결과 항염증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신피질

스테로이드제의 항염 작용이 NF-κB의 활성화를 방해함으로써

나타남이 밝혀졌다. NF-κB는 분자량 50에서 75 kD의 동일하거

나 구조적으로 동질의 단백질단위의 이합체로서 휴지세포에서

NF-κB 이합체는 세포질 내에서 κB의 억제 단백질(inhibitors of

κB; I-κB)과 결합하여 불활성 상태로 존재한다. NF-κB의 활성화

는 신호에 의하여 I-κB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으로 시작한다18,21).

일단 NF-κB가 IκB로부터 유리되면, 이것은 핵 내로 들어가 표적 유

전자 내의 특이 DNA 서열과 결합 하여 전사를 시작하게 된다
18,21)

.

NF-κB는 전사를 최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단백질과 반

응할 수도 있다. NF-κB는 염증성 세포활성물질인 염증성

cytokine 및 chemokine 생성에 관여하는 mRNA를 전사한다. 종

합하여 보면 NF-κB 활성화는 염증 진행과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NF-κB 활성 조절제는 항

염증제 개발의 핵심 표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8,21)

.

실험에서 木香은 LPS에 의한 p65의 핵내로의 이동을 억제

하였고 이 효과는 I-κB의 인산화 억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

다. 본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木香 물 추출물은 대식세포의 NF-κ

B를 비활성화 시켜 TNF-α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켰다. 앞

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기전 연구와 in vivo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결 론

대식세포에서 木香 물 추출물의 TNF-α 생성억제 효과와 그

기전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RAW 264.7 대식세

포에서 木香 추출물은 40 μg/㎖ 이하의 농도에서 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RAW 264.7 대식세포의 TNF-α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

로 감소 시켰다. 또한, 木香 추출물에 의한 TNF-α 생성억제 효과

는 TNF-α mRNA 발현 억제 효과와 관계가 있었으며 이러한 효

과는 NF-κB 활성 억제와 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로부터

木香은 TNF-α 생성 및 NF-κB 활성을 억제시켜 항염증효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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