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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s (NFAT) protein induces transcriptions of cytokine genes including IL-2 for

T-cell activation. Normally activation of NFAT is important to induce immune responses but excessive NFAT activation

provokes immunopathological reactions such as autoimmunity, transplant rejection, and inflammation. Thus, for the

treatment of autoimmune diseases drugs repressing the activation of NFAT have been searched. In this study,

immnunosuppressive effects of Rosa chinensis Jacq. extracts identified as a potent NFAT inhibitor from a natural product

library were examined. NFAT reporter assay, MTS assay, real time PCR, IL-2 ELISA, MLR, and FACS (Fluorescent

Activated Cell Sorting) were used to measure inhibitory immunocyte activities of Rosa chinensis Jacq. The variety of

natural products have been screened and some were found to show inhibitory activities against the NFAT transcription

factor. Among them, extract of Rosa chinensis Jacq. showed an strong inhibitory effect on the activation of NFAT without

affecting cell viability. Levels of IL-2 transcripts as well as IL-2 protein were decreased with treatment of Rosa chinensis

Jacq. extract. In addition, immunosuppressive activity of Rosa chinensis Jacq. extract was exhibited in the mixed

leukocytes reaction. The increasement of CD4+CD25+ (Treg) immunocyte was also detected in the analysis using FACS

after applying Rosa chinensis Jacq. extract. Immunosuppressive effects of the Rosa chinensis Jacq. extracts were clearly

demonstrated in the present study. In addition, Rosa chinensis Jacq. extract also positively affected regulatory T cell

induction. Further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on purification of single substance responsible for the immunosuppressive

effects from the extract and analysis on possible actions of the extract in interfering cell signaling and cytokine production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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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가면역질환 (autoimmune disease)은 개체의 면역체계가

내인성 단백질을 외부항원 (foreign antigen)으로 인식하여 발생

하는데, T 세포 활성화 및 세포사멸 단계에서 조절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면 SCID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disorder)와 같은 면역질환이 유발되고, lymphoproliferative

disorders, lymphomas, leukemias 등의 종양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자기 항원 (self antigen)에 반응성이 있는 T 세포

(autoreactive T cell)를 적절히 제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가면

역 질환이 유발된다.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을 중심으로 한 각종

면역질환은 주요한 질환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

지 이러한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T 세포 활성화 및 세포사멸에

관한 연구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1,2)

.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제로서 면역억제제는 항원의 자극에 대

하여 체액성 면역반응 또는 세포성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차단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양한 물질을 말하

며 항원자극에서 항체생성까지 이르는 동안 매크로파지에 의한

항원의 탐식과 림프구에 의한 항원인식, 세포분열, T세포와 B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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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분열, 항체생성 등 몇 가지 과정을 저해시킴으로써 면역 억

제를 일으킨다. 대표적인 면역억제제인 Cyclosporine (CsA)과

Tacrolimus (FK 506)는 calcineurin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면역 억

제 기전으로 지금까지의 면역억제제 중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3). 이들은 T 세포 활성화의 초기단계에 작용하여 면역억제

작용을 나타낸다. 특히 Interleukin-2 (IL-2)는 IL-2 리셉터 (IL-2R)

와 상호작용으로 T 세포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또한 활성화된 T 세포의 과대발현을 유도한다4,5). 이들 약제는

세포질 내의 immunophilin과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된 후 탈

인산효소 (serine/threonine phosphatase)인 calcineurin과 결합

하여, 인산화효소 (phosphatase) 활성을 저해시킨다. 이는 결과적

으로 세포질 내의 NFAT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s)의

핵 내로의 이동을 억제하여, NFAT의 IL-2의 전사인자로서의 역

할을 억제함으로서 IL-2 생성을 억제한다. 이러한 억제 현상은

헬퍼(helper) T 세포에 비교적 특이하며, 여러 다른 싸이토카인

생성도 억제한다6). 이와 같이 Calcineurin/NFAT signaling 억제

는 다양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IL-2 발현

을 억제하여 T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월계화는 NFAT-reporter cell line을 이

용한 한약재 라이브러리를 탐색하여 선별하였으며, 이를 통해

NFAT의 활성을 직접 저해하는 한약재인 월계화를 확보하였다.

月季花 (Rosa chinensis Jacq.)는 薔薇科 (Rosaceae)에 속하며 월

계화의 반쯤 핀 꽃으로 색이 붉고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하여,

活血調經, 消腫解毒, 活血消腫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月經不足,

月經痛, 血瘀腫痛, 癰疽腫毒, 跌打損傷 등에 쓰이는 약재이다7,8).

월계, 월월홍, 장춘화, 보상화, 장미, 매괴화, 민괴화, 사계화, 월

계꽃 등의 異名이 있는데
9)

국내에서는 매괴화로 수입되어 식용

가능한 장미꽃 차로 알려져 있다.

월계화의 면역억제 효과를 알아보고자 calcineurin/NFAT

signaling 억제 및 IL-2 발현 억제와 MLR (Mixed Lymphocyte

Reaction)을 수행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기전에 대해서

regulatory T cell (Treg)의 촉진역할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약재 및 검액 (Rosa Chinensis Extract, RCE)

본 실험에 사용한 월계화 (Rosa chinensis Jacq. 중국 하북성,

2005년)는 중국 안국시장에서 구입하였다. 월계화 100 g을 증류

수 1,000 ㎖에 넣고 2 시간 동안 가열한 후 여과하여 얻은 액체성

분을 rotary vacuum evaporator에서 감압 농축하여 추출하였다.

농축된 용액을 freeze dryer로 동결 건조하여 9.2 g의 분말을 얻

었다. 얻어진 분말은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사용 시에는 필요한

농도로 희석하였다. C18역상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월계화의 수용성 성분을 분석하였

다(data not shown).

2. NFAT (Nuclear factor of activated T cell) reporter assay

NFAT에 대한 억제활성을 SEAP assay10) 변형을 통하여 측

정하였다. NFAT 의존적 reporter gene인 pCMV/SEAP를 함유

한 Jurkat Cell Line을 10% FBS (fetal bovine serum)가 첨가된

IMDM으로 배양하였다. 본 NFAT reporter gene Jurkat Cell

Line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이상규 교수에게서 분양받았다.

NFAT 세포는 1×10
4

cells/well 농도로 배양하였고 T세포 자

극을 위해 PMA (Phorbol Myristate Acetate, 10 ng/㎖)와

Ionomycin 1 μM을 사용하였다. 각 시료는 농도별로 세포주와

함께 37℃에서 18 시간 동안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양한 후 반응물에서 원심분리한 상등액 50 ㎕에 200 ㎕의

SEAP buffer (1 M diethanolamine, 0.5 mM MgCl2, 10 mM

homoarginine)와 기질 (p-nitrophenyl phosphate 120 mM)을 첨

가하여 37℃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사인자 NFAT에

대한 억제효과는 정확성을 위해 세 번 반복 실험한 평균값을 이

용하여 대조군에 대한 억제율로 계산하였다. 양성대조군은

calcineurin의 phosphatase activity를 차단하는 cyclosporin A

(IC50 : 2.4×10
-7

M)를 사용하였다.

3. MTS에 의한 독성 검사

Balb/c 마우스 비장세포를 96-well plate에 well당 2×10
5
개의

세포를 넣고 PMA 10 ng/㎖와 Ionomycin 1 μM 첨가하고 전체

배양 부피를 200 ㎕로 하였다. 5% CO2 배양기 37℃에서 48 시간

동안 배양한 후, 20 ㎖ MTS (3-(4,5-dimethylthiazol-2-yl)-5-

(3-carboxymethoxyphenyl)- 2-(4-sulfophenyl)-2H-tetrazolium)

solution을 실온에서 90 분, 또는 37℃ water bath에서 완전히 녹

인 후 PMS (phenazine methosulfate) solution을 섞었다. 혼합액

은 -20℃에 보관하였다. 세포가 함유된 100 ㎕ culture medium이

담긴 96-well plate에 20 ㎕의 MTS/PMS solution을 넣고 4 시간

더 배양한 후 각 well에 10% SDS 25 ㎕를 넣어 반응을 끝내고

빛을 차단시켜 마르지 않게 한 후 약 8 시간 이상 실온에 보관한

뒤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유전자 발현 변화 측정 (Real-time RT PCR법)

시험관내 조건에서 정상 Balb/c 생쥐의 2×106/㎖ 비장세포

를 PMA 10 ng/㎖와 Ionomycin 1 μM을 처리하여 T 세포를 활

성화시킨 후 월계화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비장세포들을

모아 원심분리하였다. 수집된 세포들에서 RNA를 추출한 뒤

cDNA를 합성하고 SYBR Green I (Bio-Rad, Hercules, CA)를 첨

가한 후 Real-time RT-PCR iCycler (Bio-Rad)를 사용하여 특정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를 측정하였다.

5. IL-2 합성 억제능 측정

Balb/c 마우스의 비장 조직을 사용하여 ficoll-gradient 법으

로 림프구를 분리한 후, 24-well plate에 1×10
6

cell/well 씩 넣고

PMA 10 ng/㎖와 Ionomycin 1 μM을 첨가하여 자극한 후 각각

의 well에 월계화 추출물 또는 cyclosporin A를 넣고 24 시간 배

양하였다. ELISA kits (BioSource International, Camarillo, CA)



월계화 추출물의 면역억제 효능 연구

- 461 -

를 이용하여 각 well에서 채취한 상층액의 IL-2 농도를 측정하였

다11).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법으로 96

well-ELISA plate에 0.1 M carbonate buffer로 용해된 goat

anti-IgG albumin (Bethyl, USA) 항체를 냉장상태에서 24 시간동

안 코팅한 후, 0.1% BSA (Bovine serum albumin)가 포함된 인산

완충용액 (PBS)으로 상온에서 2 시간동안 블로킹하여 검사용

plate를 제조하였다. plate의 각 well에 10～100 배로 희석된 시

료를 100 ㎕를 첨가하고 상온에서 2 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3 회

세척하였다. 다시 50,000 배로 희석한 anti-murine IgG/HRP

conjugated (Bethyl, USA) 항체 100 ㎕를 첨가하고 상온에서 2

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각 well을 5 회 세척하였다. TMB

(tetramethylbenzidine) 용액 100 ㎕ 씩 분주하여 어두운 곳에서

15～30 분간 발색시킨 후, 1 N 황산으로 반응을 중지시키고,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발색도를 측정하였다.

6. Mixed Lymphocyte Reaction (MLR) 억제능 검색

Responder cell은 C57BL/6 마우스의 비장세포로

ficoll-gradient 법을 사용하여 비장 조직에서 림프구를 분리하였

다. Stimulant cell은 mitomycin C로 처리한 Balb/c 마우스의 비

장세포를 사용하였다. 한 well당 responder cell과 stimulant cell

을 5×10
5
개씩 분주하고 농도별로 구배한 약물을 함께 첨가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72 시간 배양한 후 각 well에 50 μ

Ci/㎖의 3H-thymidine (Amersham)을 20 ㎕씩 넣고 16 시간 배

양하였다. 배양한 세포를 16 well cell harvester에서 glass fiber

filter를 사용하여 수득하고, filter를 scintillation fluid가 들어있

는 vial에 각각 넣은 후 scintillation counter로 radioactivity를 측

정하였다
12)

.

¡

7. FACS 분석을 통한 비장 세포의 세포 조성비 변화 측정

월계화 추출물이 시험관내에서 생쥐 비장세포 특히 활성화

된 림프구의 발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FACS 분석법

을 통하여 비장세포의 조성비 변화를 측정하였다. 2×106/㎖의 농

도로 분리한 정상 Balb/c 생쥐의 비장세포를 PMA (10 ng/㎖)와

Ionomycin (1 μM)으로 처리하여 24 시간 동안 세포를 활성화시

킨 후, 월계화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였다. 배양된 비장세포

들을 모아 원심분리한 후 수집된 세포를 분리하여 D-PBS로 5 분

간 원심분리 (1,700 rpm)하고, D-PBS로 2 회 세척하였다. 0.04%

trypan blue로 염색한 후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세포를

2×10
5
세포로 조정한 후 4℃에서 면역 형광염색

(immuno-fluorescence staining)을 실시하였다. 각각에

anti-CD3-PE (phycoerythrin), anti-CD4-FITC (fluorescein

isothiocyanate), anti-Gr1-PE, anti-CD8-FITC, anti-CD25-PE,

anti-CD28-PE, anti-CD11b-FITC, anti-IgE-FITC anti-B220-PE,

anti-CD69-FITC, 그리고 fluorescein isothiocyanate

(FITC)-anti-mouse CD19 등을 넣고 30 분간 얼음에서 반응시켰

다. 반응 후 3 회 이상 인산완충생리식염수로 수세한 후, 유세포

형광분석기 (flow cytometer, Becton Dickinson, USA)를 사용하

여 생쥐의 비장세포에서의 CD3e, CD4, CD8, CD25, CD69,

CD19 등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분석프로그램으로는 CellQuest

을 사용하여 CD3+:CD19+, CD4+:CD8+, CD4+CD25+,

CD3+CD69+, 그리고 CD3+CD4-CD8- 세포 등의 비율 (gated, %)

을 산출하였다.

8. 통계 분석

다양한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평균값±표준편차로 기록

하였고, 유의성 검증은 Student's T-test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결

정하였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p value가 0.05 미만일 때 유

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월계화 추출물 (Rosa chinensis Jacq extract, RCE)의 NFAT 억

제 효과 및 세포독성 조사

월계화가 갖는 면역억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NFAT 결합

부위를 alkaline phosphatase (AP)와 융합시켜 얻은 플라스미드

로 transfection된 T cell 세포주 (NFAT/Jurkat)를 사용하였다. 이

세포주의 특성은 T cell이 활성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사 조

절 인자인 NFAT가 활성화되면 reporter로 사용된 AP가 만들어

지게 된다. NFAT의 활성에 의해 만들어진 AP는 세포 밖으로 분

비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결국 배지로 유리된 AP의 양을 측정

하면 세포 내에 존재하는 NFAT의 활성을 측정 할 수 있다. 따라

서 월계화 추출물의 NFAT 전사인자에 대한 저해 여부를 알아보

기 위해 실험군으로 하여 각각 5 ug/㎖, 20 ug/㎖, 50 ug/㎖으

로 농도에 따른 효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NFAT의 활성 능력

이 대조군 (Control, CT)에 비하여 각각 89.3%, 75.3%, 69.79%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고, 20 ug/㎖, 50 ug/㎖ 투여군은 유

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Fig. 1). 즉 월계화 추출물은 T 세포

에서 전사인자 NFAT 활성을 저해함을 확인하였다.

Fig. 1. Effect of RCE on NFAT inhibition in the NFAT jurkat cell

Line. NFAT/Jurkat cells activated by PMA(10 ng/㎖) and Ionomycin(1 μM) were
treated with 5, 20 or 50 ㎍/㎖ of RCE. After 18 hr of cell incubation, secreted

alkaline phosphatase (SEAP) activity was analyzed. Results are mean±SD (n=5).

*p < 0.05 versus control group. CT: control group, CsA: cyclosporine A (positive

control), RCE: Rosa chinensis Jacq. Extract.

월계화 추출물이 갖는 NFAT의 억제 효과가 세포 자체를 손

상시키는 세포독성에 의한 영향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mitochondria의 호흡능력을 살펴보는



김경신․박재원․채순기․강정수․김병수

- 462 -

MTS assay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월계화 추출물은 대조군에

비하여 세포 성장에 큰 차이가 없어 NFAT 활성 저해능이 세포

독성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다(Fig. 2).

Fig. 2. Effect of RCE on Jurkat cell viability. NFAT/Jurkat cells activated
by PMA (10 ng/㎖) and Ionomycin (1 μM) were treated with 5, 20 or 50 ㎍/㎖

of RCE for 48 hours and then cell viability was assayed with MTS/PMS reagents.

RCE showed no cytotoxicity on the Jurkat cell. Values presented are the

mean±SD (n=6). CT: control group, CsA: cyclosporine A (positive control), RCE:

Rosa chinensis Jacq.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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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RCE on IL-2(A), CD25(B) expression in

splenocytes. Cells activated by PMA (10 ng/㎖) and Ionomycin (1 μM) were
treated with 5, 20 or 50 ㎍/㎖ of RCE. After 1 hr of cell incubation, cells were

harvested and gene expression levels of IL-2, CD25 were analyzed by real-time

RT-PCR. Results are mean±SD (n=6). *p < 0.05 versus control group. BL: blank

group, CT: control group, CsA: cyclosporine A (positive control), RCE: Rosa
chinensis Jacq. Extract.

2. 월계화 추출물의 IL-2, IL-2R 유전자 발현 억제 효과

T cell의 활성화 단계는 세포 내 NFAT 등의 전사 조절인자

의 작용 후반에 T 세포 성장 조절 인자인 IL-2를 대량 분비하여

자가 증식을 유도하게 된다
13)

. 따라서 T 세포에서 자가 증식을

유도하는 IL-2의 분비 억제능을 확인하고자 Balb/c mouse의 비

장에서 분리한 면역세포를 사용하여 PMA (10 ng/㎖)와

Ionomycin (1 μM)로 세포를 자극한 후 월계화 추출물을 처리하

여 cytokine의 발현량을 알아보았다. 특히, IL-2는 T 세포 증식에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IL-2와 IL-2 수용체 (CD25)

를 중심으로 발현량을 조사하였다
14-16)

. IL-2 mRNA는 50 ug/㎖

의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IL-2 Receptor (CD25)의

경우 월계화 추출물은 대조군에 비해 5, 20, 50 ug/㎖ 투여군에

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Fig. 3).

3. 월계화 추출물 처리에 의한 IL-2 발현 조사

월계화 추출물에 의한 IL-2 발현 억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ELISA를 사용하여 배양액으로 분비된 IL-2를 측정하였다. IL-2

대조군이 64.4±0.62 ng/㎖인데 비하여 월계화 추출물 5, 20, 50은

각각 60.35±2.36, 54.6±3.26, 49.26±2.14 ng/㎖로 감소하였고, 그

중 월계화 추출물 20, 50㎍/㎖ 투여군은 유의성이 있었다(Fig. 4).

이러한 결과는 월계화 추출물이 면역활성에 중요한 인자인 IL-2

의 활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었다.

Fig. 4. Effect of RCE on IL-2 secreted in the splenocytes. Splenocytes
stimulated with PMA (10 ng/㎖) and Ionomycin (1 μM) were treated with 5, 20 or

50 ㎍/㎖ of RCE. Culture supernatant was collected and secreted IL-2

concentration was measured with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re mean±SD (n=6). *p < 0.05 versus control group. CT:

control group, CsA: cyclosporine A (positive control), RCE: Rosa chinensis Jacq.
Extract.

4. 월계화 추출물의 이종항원에 대한 면역억제 효과

앞서 월계화 추출물이 NFAT 활성억제 능력이 있음을 확인

하였는데, 이러한 면역 억제 기능이 실제 이종간 림프구에 매개

된 면역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지 입증하기 위한 mixed

lyphocytes reaction (MLR)을 수행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대

표적 면역 억제물질인 cyclosporin A를 사용하였으며, 월계화 추

출물 5 ug/㎖, 20 ug/㎖, 50 ug/㎖의 투여군에서 농도에 따라

94.4%, 53.5%, 21.6%로 면역반응이 감소하였고 이 중 월계화 추

출물 20 ug/㎖, 50 ug/㎖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여

MLR에서도 역시 효과적인 면역억제능력을 나타냈다(Fig. 5). 이

는 월계화 추출물이 갖는 특정 물질이 활성화된 T 세포에 대해

매우 우수한 면역 억제력을 갖는 것이며 이는 Fig. 1에서 얻은 결

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얻음으로서 실제 세포에 의해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억제에도 적용 가능한 활성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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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RCE on the cell contents of the splenocytes.

Splenocytes Type
(%)

BL CT CsA
RCE (μg/ml)

5 20 50

CD3+(T) 37.81±1.54 46.25±2.72 44.21±1.03 46.65±3.54 48.57±2.21 48.38±1.04

CD19+(B) 38.21±0.25 38.25±1.41 39.65±2.35 40.68±2.65 38.64±2.41 37.81±1.95

CD3+CD69+ 8.13±0.56 17.65±0.42 16.21±0.81 17.43±0.23 16.76±0.56 16.42±0.84

CD4+ 20.71±1.94 13.45±0.63 17.88±2.21 13.55±1.62 13.79±1.45 13.78±0.65

CD8+ 6.34±0.23 6.31±0.54 5.74±0.81 6.22±1.1 6.13±0.62 5.53±0.81

CD4+CD25+ 1.31±0.14 2.84±0.18 1.93±0.39 4.19±0.26* 6.09±0.14* 7.81±0.52*

NK1.1 CD3e+ 2.41±0.38 2.04±0.24 2.39±0.63 2.89±0.08 2.87±0.37 3.32±0.42

Results are mean±SD (n=6). *p < 0.05 versus control group. BL: blank group (negative control), CT: control group, CsA: cyclosporine A (positive control), RCE: Rosa chinensis Jacq.
Extract.

Fig. 5. Effect of RCE on the mixed leukocyte reaction (MLR). Murine
allogenic splenocytes from C57BL/6 and BALB/c strains were treated with 5, 20

or 50 ㎍/㎖ of RCE for 72 hours and then tritium-labeled thymidine incorporation

was determined. RCE showed concentration-dependent inhibition of MLR.

Results are mean±SD (n=6). *p < 0.05 versus control group. CT: control group,

CsA: cyclosporine A (positive control), RCE: Rosa chinensis Jacq. Extract.

5. FACS 분석을 통한 월계화 추출물 처리 후 림프구 군집의 변

화 조사

월계화 추출물이 림프구 군집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유도하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생쥐의 비장세포를 PMA (10 ng/㎖)와

Ionomycin (1 μM)으로 처리하여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월계화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24 시간 처리한 후, FACS 분석으로

림프구 군집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T /B 세포의 변화를 알아보

고자 살펴본 CD3+(T), CD19+(B)는 대조군 (CT)에 비하여 유의

한 변화가 없었고, 활성화된 T 세포를 알고자 CD3 CD69+의 변

화를 살펴본 결과 월계화 추출물이 농도별로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T 세포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CD4+, CD8+를 살펴보았지만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며, NK cell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NK1.1 CD3e+의 변

화를 살펴보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Regulatory T세포

의 지표인 CD4+CD25+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월계화 추출물

5, 20, 50 μg/ml 투여군 모두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

(Table 1). 이는 월계화 추출물의 면역억제 효과에 Treg가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연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면역조절 T 세포 (naturally

acquired Treg)는 흉선이 기원인 CD4와 CD25를 함께 발현하는

세포로서 in vitro에서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성을 가지지 않는

세포로 알려져 있고, 마우스와 사람에서 전체 CD4+ T 세포 중

5~10% 정도가 분포한다
17-20)

. CD4+CD25+ Treg는 전사인자인

Foxp3와 공조수용체인 CTLA-4 (cytotoxic T lymphocyte antigen-4)

를 발현하며 CD103과 GITR (glucocorticoid induced TNFR)도

발현한다21,22). 이러한 Treg의 분화는 흉선뿐만 아니라 말초의

CD4+ T 세포가 IL-10, TGFβ, IL-2와 같은 사이토카인 혹은 특이

세포 표현형을 가지는 비성숙 수지상세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CD4+CD25+ 면역조절 T 세포로 분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17-20).

CD4+CD25+ Treg의 기능과 양은 노화에 의해 마우스와

human 모두에서 변화함이 알려진 바 있고, 흉선의 Treg 발현 감

소와 peripheral CD4+CD25+ Treg의 증가는 노화에 따라

peripheral Treg의 항상성이 변화함을 제시한다.

CD4+CD25+Treg의 기능적 결함은 노인에서의 면역관련 질환의

민감성 증가에 대한 Treg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23).

FoxP3 (Forkhead box P3)는 forkhead-winged helix family

유전자로서24) FoxP3는 Rel family transcription factors, NFATs

그리고 NF-kappaB (NF-κB)와 구조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들의

타켓 유전자에 대한 세포내 발현 유도능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FoxP3의 돌연변이 마우스에서는 Scurfy현상과 인

간에서는 IPEX (immune dysregulation, polyendocrinopathy,

enteropathy, and X-linked syndrome)현상의 유전 자가면역 질

환과 관련이 있으며 IPEX는 다수의 내분비 기관에서 염증성 장

질환 (inflammatory bowel disease), allergies 및 심각한 감염 등

자가면역질환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다
24,26)

. T 세포 수용체 자

극을 통해 증식된 CD4+CD25+ T 세포는 다른 T 세포의 증식을

비특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TGFβ의 경우

FoxP3의 전사조절인자인 SMAD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

이토카인으로 CD4+CD25- T 세포에서 CD4+CD25+ Treg로 전환

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Treg의 특이 전사인 FoxP3의 발현을 유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7,28)

. 사이토카인이나 특정 환경에 의하

여 CD4+CD25- T 세포로 부터 CD4+CD25+ Treg의 생성 유도

연구에서 CD25 마커는 면역조절 T 세포마커이자 동시에 활성 T

세포 마커이기 때문에 세포의 분별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29)

.

본 실험에서 월계화 추출물은 NFAT와 IL-2 저해를 통해 면

역억제 효과를 보였고, CD4+CD25+ 발현을 증가시켰으므로 면

역억제 효과 기전에 Treg가 작용함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월계

화 추출물이 Treg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면역억제제와 Treg의 연

구를 보면 면역억제제에 의해서 help T 세포뿐만 아니라 Treg의

활성과 분화도 함께 억제하여 면역관용이 잘 유도되지 않음이

보고되고 있다30). 이런 관점들은 일반적인 면역억제 효과를 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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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Treg는 활성과 분화를 억제하지 않는 새로운 면역억제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월계화 추출물은 면역억제능을 보이

며 더불어 Treg의 활성 및 유도를 하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와

같은 새로운 면역억제제의 좋은 후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월계

화는 면역 세포의 주요인자인 NFAT, IL-2 활성을 저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Treg의 면역조절 효과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월계화 추출물의 NFAT 활성 저해 효과를 확인

하였고 NFAT 억제에 따른 IL-2 발현의 감소를 RNA와 단백질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나아가 월계화 추출물의 이종 림프구에서

의 면역반응 억제 효과도 유의적으로 제시하였다. FACS 분석을

통하여 월계화 추출물의 처리가 쥐 비장세포의 CD4+CD25+ T

세포군이 유의성 있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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