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紫草 추출물이 P. acnes의 단핵구 세포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서민수·김경준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학 교실

Effects of Lithospermum erythrorhizon extracts on P. acnes induced cytokine 

gene expression in human monocytes

Min-Su Seo·Kyung-Jun Kim

  Objective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Lithospermum erythrorhizon extracts on 

the inflammatory cytokines gene expression by the bacteria of Propionibacterium  acnes (P. acnes) which 

elicits acne in human monocytes, THP-1 cell line.

  Experiment : Cytotoxicity of Lithospermum erythrorhizon extracts was analyzed by XTT assay. Real time 

RT-PCR was applied to analyze the cytokines gene expressions of IL-8, MCP-1 and TNF-α. Translocation of 

transcription factor NF-κB from cytoplasm into nucleus was observed using immunocytochemistry and 

confocal microscopy.

  Results : Lithospermum erythrorhizon extracts did not show cytotoxicity as high as in 1,000 ㎍/㎖ of 

concentration. Transcription levels of inflammatory cytokines, IL-8, MCP-1 and TNF-α were increased by P. 

acnes in THP-1 and Lithospermum erythrorhizon extracts decreased the upregulated transcription levels. 

Lithospermum erythrorhizon extracts significantly inhibited the translocation of NF-κB into nucleus by P. acnes.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at Lithospermum erythrorhizon extracts have anti-inflammatory effects 

on P. acnes treated THP-1 as decreasing the mRNA expressions of IL-8, MCP-1 and TNF-α. This 

anti-inflammatory effect of Lithospermum erythrorhizon extracts may be useful in  therapeutic treatments for 

acne vulgaris.

Key words : Propionibacterium acnes, acne vulgaris, human monocytes, anti-inflammatory effects, 

Lithospermum erythrorh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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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드름(acne vulgaris, acne)은 모피지선단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피지분비의 증가, 모낭과다

각질화, Propionibacterium acnes (P. acnes)의 집

락 형성, 염증반응 등에 의해 발생한다1)
.

  모낭의 과각화와 피지분비 증가는 피지를 정체

시켜 모낭의 혐기성 조건을 형성하여 혐기세균인 

P. acnes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P. 

acnes는 지질분해효소와 화학주성인자 등을 분비하

여 피지 성분 중 중성지방을 가수분해하여 유리지

방산으로 만들고 linoleic acid를 감소시킨다. 

linoleic acid의 감소는 모낭과다각질화와 표피 장

벽기능 이상을 초래하여 여드름의 병인으로 작용

한다1)
.

  또한 P. acnes의 세포벽은 다형핵 백혈구, 단핵

구에 강력한 화학주성을 가져 모낭 주위로 모여들

게 한다2)
. 이 과정에서 IL-1, TNF, IL-6 같은 염

증성 cytokine이 분비되어 NF-κB, TNF-α, 

COX-2, PGE2 등이 발현된다3)
. 이로 인해 여드름 

병변 부위로 침윤된 다핵형 백혈구가 P. acnes를 

포식하면서 분비되는 가수분해효소에 의해 모낭벽

이 파괴되고 모낭 내용물이 진피 내로 유출되어 

염증반응이 일어나게 된다1)
.

  여드름의 원인 중 세균 감염에 의해 생성되는 

염증성 여드름의 경우 항생제 투여에 의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나 여드름 치료에 주로 이용되는 

tetracycline, clindamycin, erythromycin을 장기간 

사용 했을 때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내성이 발생하

여 치료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여드름 형성 

억제를 위해 강력한 면포 용해 기능을 가지는 

retinoids와 P. acnes 증식 억제 목적의 항생제를 

병용하는 방법은 치료효과를 증진 시킬 수는 있으

나 부작용 또한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다35)
.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현 치료의 한계점에 대한 

인식 때문에 천연물 유래의 항균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자초(Lithospermum erythrorhizon, 紫草)는 한

의학에서 凉血活血, 解毒透疹하는 효능으로 血熱毒

盛, 斑疹紫黑, 麻疹不遂, 瘡瘍, 濕疹 등에 활용된다
7)
. 주성분은 시코닌(shikonin)이라는 성분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항균 효과․항염 효과․항암 효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 이 중 자초의 항염 

작용은 한의학적으로 凉血活血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드름 병변 중에서 血熱型의 병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단핵구 세포주에 P. acnes와 자초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나타나는 사이토카인 유

전자의 발현 양상과 NF-κB의 세포핵내 이동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균주와 세포주

  실험에 사용한 인간 단핵구 세포주인 THP-1은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B, Korea)에서 구입하였

다. 혐기성 균주인 여드름 유발균주 P. acens 

(KCTC 3314)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THP-1 세포주는 

RPMI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100 U/

㎖ penicillin과 100 ㎍/㎖ streptomycin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

서 배양하였다. 배양액은 2일 마다 교환해 주었으

며, 계대배양은 배양 중인 세포들이 플라스크의 

80% 정도 자랐을 때 각 세포주의 기본 배지로 수

세한 후 새로운 플라스크에 분주하였다. 계대배양 

과정에서는 10% FBS 조건을 유지하였다. P. 

acens는 혐기성 조건 및 37℃ incubator에서 72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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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약

  자초 추출물은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인 동물생

리활성물질자원은행(진주, 경상대학교)에서 70% 에

탄올로 추출 후 동결건조한 상태로 공급받아 

100% DMSO로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P. acnes는 

생물자원센터(KCTC, Korea)에서 분양 받아 일정 

기간 동안 혐기성 조건에서 배양한 후, 95℃에서 

5분간 가열하여 살균하고 동결건조하여 사용하였

다. 동결건조한 100 ㎎의 분말을 칭량하여 10 ㎖

의 증류수로 용해하여 세포에 100 ㎍/㎖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염증 유발 실험에서 양성 대조군으로

는 그람 음성균의 외막성분인 lipopolysaccharide 

(LPS; Sigma, USA)를 사용하였다. 세포 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XTT Reagent (Welgene Inc, 

Korea)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면역 반응 유발물질

들이 처리된 세포들에서 total RNA는 Trizol 

reagent (Invitrogen, Germany)를 사용하여 분리

하였으며, 사이토카인 유전자들의 발현 양상을 확

인하기 위한 Real-time RT-PCR primers 는 

Table Ⅰ에 나타낸 염기서열로 합성하였으며, 

Master mix는 SYBR Fast qPCR kit ABI prism 

(KAPA biosystems,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P. 

acnes 처리 후 THP-1 세포주에서 분비된 TNF-α 

양을 측정하기 위한 ELISA kit은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alpha) Human, 

ELISA kit, pink-one (Koma Biotech, Korea) 제

품을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1) 세포 독성 실험

  자초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THP-1 세포주를 일정량(1×10
4 

/

㎖)을 접종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초기 배

양 후 자초를 각각 0, 1 10, 100, 500, 1000 ㎍/

㎖의 농도로 처리하여 48시간동안 추가 배양하였

다. 추가 배양 후 XTT 시약을 각 well에 첨가하

고, 2시간 동안 incubator에서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50 ㎚에서 흡광도 측정하여 

증식된 세포의 수를 비교하여 세포 독성 결과를 

확인하였다.

2) P. acnes 및 자초의 처리

  배양된 THP-1 세포주를 6-well plate에 각각의 

세포주를 일정량 (2×10
5 

/㎖) 접종한 후에 여드름 

유발 균주인 P. acnes의 동결건조 분말을 증류수

에 100 ㎍/㎖의 농도로 용해하여 처리하였다. 또

한, 염증유발 관련 양성대조군인 LPS를 1 ㎍/㎖로 

처리하였다. 처리 농도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세

포 독성 실험 결과를 참고하였다. 자초 추출물의 

처리 농도는 세포 독성 실험 결과에서 대조군에 

비해 90% 이상의 증식율을 나타낸 100 ㎍/㎖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3)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Real time RT-PCR)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total RNA의 양은 

spectrophotometer로 정량하였으며, 그 상태는 

2% agarose gel 전기영동 후 18 s와 28 s rRNA 

band를 전기영동을 통해 관찰하였다. 추출한 total 

RNA 1 ㎍을 72℃에서 5분간 변성시킨 후, 

reverse transcription mixture (5X PrimeScript
TM 

Buffer, PrimeScript
TM

 RT Enzyme Mix I, 50 μ

M Oligo dT Primer, 100 μM Random 6 mers, 

RNase Free dH2O)에 혼합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RNA에 대한 complementary 

DNA (cDNA)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 2 ㎕

와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primers (Table Ⅰ)를 

SYBR Fast qPCR kit (KAPA biosystems, USA)

와 혼합한 후, Taq polymerase 활성의 최적화를 

위해서 50℃에서 2분간, 초기 변성(denaturation)

은 95℃에서 10분간 수행한 후에, 증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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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에서 15초, 60℃에서 1분의 주기를 40회 반복 

시행하였다. 사용된 primer들은 Genebank 

database를 기준으로 Primer3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제작하였다. 사이토카인 mRNA 발현양은 

GAPDH 유전자를 내부대조군(internal control)으

로 사용하여 보정을 실시하여 각각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SYBR green을 이

용한 real time PCR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melting curve 분석과 단계적 희석(serial 

dilution) 시료를 이용하여 PCR efficiency를 확인

하였다. 또한, genomic DNA의 오염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PCR 최종산물을 2% agarose gel 상

에서 전기영동하고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후 관찰하였다.

4) 면역형광 세포화학염색법

(Immunofluorescent cytochemistry)

  각각의 시료에서 세포질 내에서 활성화된 NF-κ

B의 핵 내부로의 이동(translocation)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 mouse monoclonal NF-κB p65(F-6) 

antibody (Santacruz, sc-8008)를 1차 항체로 사용

하고, 2차 항체로는 goat anti-mouse IgG 

rhodamine-conjugate antibody (Invitrogen, 

USA)를 사용하여 공초점 현미경(Confocal 

microscope; Zeiss, Germany)을 통하여 관찰하였

다. 관찰된 형광이미지를 세포질과 핵질로 구분하

여 NF-κB의 intensity를 Zeiss image analysing 

program으로 정량화하여 비교하였다.

5) 통계적 검증

  통계적 분석은 SPSS 17.0 program 을 이용하

였고, 각각의 유전자 발현 양상과 TNF-α의 분비

량에 대한 비교는 One-way ANOVA test를 시행

하였고, 사후 검증으로 Turkey test를 사용하여 비

교하였으며, 통계학적인 유의 수준은 p < 0.05로 

하였다.

Name 
of

genes
Primer sequences (5'--->3')

Product 
size
(bp)

IL-8
F GAATGGGTTTGCTAGAATGTGATA

129
R CAGACTAGGGTTGCCAGATTTAAC

MCP-1
F ACTCTCGCCTCCAGCATGAA

72
R CAGACTAGGGTTGCCAGATTTAAC

TNF-α
F CATGTTGTAGCAAACCCTCAAG

150
R GAAGAGGACCTGGGAGTAGATG

GAPDH
F ACTGCCAACGTGTCAGTGGT

320
R TGGTCCAGGGGTCTTACTCC

(IL-8: interleukin-8, MCP-1: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GAPDH: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Table Ⅰ. Using primers for Real-Time RT-PCR 
for various cytikines.

Ⅲ. 결  과

1. 단핵구 세포주에 대한 세포 독성

  단핵구 세포주인 THP-1세포를 96-well plate를 

이용하여 각 well당 1×10
4 개의 세포를 넣은 후 

세포의 안정을 위해 24시간 동안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항염 효과를 보고자 처

리한 자초를 각각 0, 1, 10, 100, 500, 1,000 ㎍/

㎖의 농도로 48시간동안 처리하였다. 각각의 자초 

추출물 처리 농도에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Fig. 1).

2. 단핵구 세포주의 형태학적 변화 관찰

  단핵구 세포주인 THP-1 세포주에 여드름을 유

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균주인 P. acnes와 양성대

조군으로는 LPS 그리고 자초 추출물을 각각 0, 

12, 24, 48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세포의 형태

학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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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viability (%)

Jacho extracts 
with D.W.

Jacho extracts 
with EtOH

Concen-
trations of 

Jacho 
extracts 
(㎍/㎖)

0 100±3.1 100±9.3

1 102.7±6.0 92.5±5.0

10 100.6±3.8 91.8±5.0

100 106.0±5.4 93.0±5.4

500 107.8±3.0 104.8±10.2

1,000 94.6±2.0 97.1±21.0

Fig. 1. Cytotoxic effects of Jacho extracts with distilled water and ethanol on THP-1 cells. Data are 
presented by mean±S.D.

Fig. 2. Morphological features of THP-1 cells after treatments of LPS, P. acnes and Jacho extracts 
(×200). Scale bars represented 100 ㎛.

3. 단핵구 세포주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mRNA 발

현에 미치는 영향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8, MCP-1의 

mRNA 발현 양상을 real-time RT-PCR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LPS만 처리하였을 때 각 사이토카인

의 mRNA 발현이 12시간에 최고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P. acnes만 처리하였을 때에도 각 사이

토카인의 mRNA 발현이 12시간에 최고로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LPS와 P. acnes를 처리하였을 때 

증가되는 TNF-α, IL-8, MCP-1 mRNA가 자초 

추출물을 동시에 처리한 경우에 12시간과 24시간 

처리군에서 감소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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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S Jacho P. acnes
P. acnes

+Jacho

12 hr 3.41 1.36 2.34 1.03

24 hr 2.30 1.34 2.26 1.62

48 hr 1.06 1.48 1.61 1.47

　 LPS Jacho
P. 

acnes

P. 

acnes

+Jacho

12 hr 1.88 1.03 2.44 1.22 

24 hr 1.59 1.12 1.78 1.58 

48 hr 0.76 1.27 1.21 2.33 

　 LPS Jacho P. acnes
P. acnes

+Jacho

12 hr 2.04 1.32 2.95 0.80

24 hr 1.85 0.98 1.83 1.14 

48 hr 1.25 1.21 1.49 0.76 

Fig. 3. Quantitative analysis of IL-8, MCP-1 and TNF-α mRNA expressions by real time RT-PCR in 
THP-1 cells after treatments of LPS, P. acnes and Jacho extracts.

4. 단핵구 세포주에서 NF-κB 핵내 유입에 미치

는 영향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 mRNA의 발현을 조절하

는 NF-κB의 활성화 양상을 confocal microscopy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비활성화 상태의 NF-κB는 

세포질에 존재하다가 활성화되면 핵내로 이동하게 

되는데, P. acnes에 의해 핵내로 이동되어 활성화

되는 NF-κB가 자초 추출물 처리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핵내로의 이동이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

였다(Fig. 4). 관찰된 형광 이미지를 세포질과 핵질

로 구분하여 NF-κB의 intensity를 Zeiss image 

analysing program으로 정량화하여 비교하였을 때

에도 핵내 이동이 억제됨을 관찰하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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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munocytochemical analysis of translocation of NF-κB from the cytoplasm into the nucleus by 
confocal microscopy in THP-1 cells after treatments of P. acnes and Jacho extracts. Scale bars 
represented 50 ㎛. Nucleus and NF-κB were stained with DAPI (blue color) and 
rhodamine-conjugate antibody (red colo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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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Quantitative analysis of translocation of NF-κB from the cytoplasm into the nucleus in THP-1 
cells after treatments of P. acnes and Jacho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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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여드름이란 주로 사춘기와 젊은 연령층에 발생

하며 다양한 인자에 의해 피부의 피지선이나 모공

이 막혀 발생하는 모낭 피지선의 만성 염증성 질

환이다. 병의 진행에 따라 구진, 농포, 결절 및 낭

종이 출현하며 염증이 심해지면 반흔을 남기는 것

을 특징으로 하고 피지선의 분비가 많은 안면부에 

생기며 이외에도 목, 가슴, 어깨 및 등에 호발한다
10)

.

  여드름은 한의학적으로 痤瘡, 面疱, 粉刺, 肺風

粉刺 등에서 유사하게 다루어져 있으며11)
, 여드름

의 변증시치는 肺經血熱型, 脾胃積熱型, 熱毒熾盛

型, 血瘀痰凝型, 陰虛血熱型, 衝任不調型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12)
.

  여드름에 대한 기존의 실험적 연구 동향을 살펴

보면 顚倒散10)
, 如意金黃散3)

, 加味升麻胃風湯13)
, 硫

黃14)
 등이 여드름 유발균에 의한 염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봉독15)
, 새삼 추

출물16)
, Essential oil

17)
 등의 여드름 유발균에 대

한 항균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紫草(Lithospermi Radix)는 지치과(Borraginacese)

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지치(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 et Zucc.)의 뿌리이다. 藥性

은 寒하고 味는 甘하며, 歸經은 心, 肝經으로 凉血

活血, 解毒透疹하는 효능이 있어서 血熱毒盛, 斑疹

紫黑, 麻疹不遂, 瘡瘍, 濕疹, 水火燙傷 등의 치료에 

사용되었다7, 18)
.

  자초의 주성분은 naphthoquinone pigment로 

shikonin, acetylshikonin, isobutylshikonin, 

isovalerylshikonin 등과 lithospermicacid, 

polysaccharide로 lithospermum A, B, C 등이 있

다19)
. 약리 작용으로는 shikonin에 의한 신진대사

의 산화 환원반응 조절 및 창상과 화상면의 신생

촉진20)
, acethylshikonin과 shikonin에 의한 항염

증 작용21)과 창상치유촉진 효과22)
, shikonin과 그 

유도체에 의한 항종양 작용23)
 등이 인정되었다. 이

외에도 식중독성을 포함한 미생물에 대한 항균작

용24, 25)과 항알러지에 대한 항염효과26-28)가 보고되

었으며, 비만세포의 탈과립 및 histamine의 유리정

도를 억제함으로 아토피 피부염에도 유효한 효과29, 

30)를 얻어내는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고 있

다.

  여드름의 병태를 살펴볼 때 肺經血熱型 여드름

은 顔面部에 淡紅色의 白粉刺, 또는 黑色의 黑粉刺

와 같은 小丘疹이 散在하는 것으로 尋常性 痤瘡에

서 많이 보이는 형태이다12)
. 이는 酒渣型 痤瘡에서 

주로 보이는 脾胃積熱型 여드름이나, 膿疱型 痤瘡

에서 흔히 보이는 熱毒熾盛型 여드름, 復發型 痤瘡

인 陰虛血熱型 여드름, 月經型 痤瘡에 해당하는 衝

任不調型 여드름12)과 비교하여 가장 흔하고 일반적

인 형태의 여드름이다.

  이 가운데 肺經血熱型으로 변증되는 염증성 여

드름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자초의 凉血活血, 解毒

透疹하는 효능과 shikonin, acethylshikonin에 의

한 항염증 작용 등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자초 추

출물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

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초 추출물이 염증형 여드름 병

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핵

구 세포주에 P. acnes와 자초 추출물을 처리하였

을 때 나타나는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발현 양상과 

NF-κB의 세포핵내 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자초 추출물의 세포 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THP-1세포를 96 well plate를 이용하여 각 well

당 1×10
4 개의 세포를 넣은 후 세포의 안정을 위

해 24시간 동안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항염 효과 및 항균 효과를 보고자 처리한 자초

를 0, 1, 10, 100, 500, 1,000 ㎍/㎖의 농도로 각

각 48시간동안 처리하였다. 각각의 자초 추출물 

처리 농도에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Fig. 

1). 그리고 THP-1 세포주에 여드름을 유발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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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는 균주인 P. acnes와 양성대조군으로는 

LPS, 그리고 자초 추출물을 각각 0, 12, 24, 48시

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세포의 형태학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

  한편 Cytokine이란 세포로부터 나오는 수용성매

개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용어로서, 면역 담당세

포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 세포에서 생산되는 생리

활성 물질을 총칭하는 것이며, 특히 T 세포와 대

식세포에서 주로 생산된다31)
. 종래에는 림프구 유

래 액성물질을 lymphokine, 단핵구·대식세포 유

래 물질을 monokine으로 부르다가 최근에는 이것

들을 정리하여 cytokine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일반

적이다32)
. Cytokine은 특이적인 세포 수용체에 결

합하여 면역세포의 활성과 성장을 조절하는 수용

성 단백질로서 정상 혹은 병적인 염증반응과 면역

반응을 매개한다33)
. Cytokine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작용을 발휘하기 위해 세포표면에 있는 특이 

수용체와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생체의 항상성 유

지에 불가결하지만 염증 같은 질환에서는 과잉으

로 생산되어 병태 형성에 관여한다는 점 등이다31)
.

  Interleukin 8(IL-8)은 IL-1, TNF-α에 의하여 

생산이 유도되는 염증성 cytokine으로서 단핵구, 

대식세포, 섬유모세포, 활성화된 T 세포 등에서 합

성되는데 호중구, 단핵구 및 T 세포의 화학주성인

자이다. IL-8은 LPS나 leukotriene과 같은 자극에 

의하여 분비되며 화학주성인자로 작용하여 염증부

위에 호중구가 침윤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31, 32)
.

  Tumor necrosis factor(TNF)는 단핵구, 대식세

포에서 주로 생성되는 pro-inflammatory cytokine

으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cytokine으

로 발견되었는데, 현재는 그 작용이 종양세포 뿐만 

아니라 면역계, 중추신경계, 혈관, 간, 지방조직을 

포함하는 전신 정상조직·기관에까지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들 작용 중에는 면역반응이나 

염증반응을 촉진하는 것이 많은데, 소위 생체방어

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TNF-α는 직접적인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만성염증이나 감염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호중구를 자극시켜 탐식작용, 

탈과립 등을 증가시킨다. 그 외에 호중구가 혈관내

피세포에 잘 부착되도록 하는 등 염증반응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31, 32)
.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

은 모세혈관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chemokine의 

하나이다. 세균의 지질다당질(lipopolysaccharide, 

LPS)이나 면역글로불린이 단핵구·대식세포에 존

재하는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IL-1이 분비되어 

여러 종류의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해 

MCP-1의 분비가 촉진된다. MCP-1은 단핵구의 화

학주성을 증가시키고 단핵구의 integrin을 활성화

시키며 활성화된 integrin은 혈관내피세포에서 발

현된 세포부착분자와 결합하여 염증 부위에 단핵

구의 침윤이 일어나게 된다32)
.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8, MCP-1의 

mRNA 발현 양상을 real-time RT-PCR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냈는데, 여드름 유발

균을 처리하였을 때 증가되는 TNF-α, IL-8, 

MCP-1 mRNA가 자초 추출물을 동시에 처리한 

경우에 12시간과 24시간 처리군에서 감소됨을 관

찰할 수 있었다(Fig. 3). 그러나 여드름 유발균과 

자초 추출물을 48시간 동안 동시에 처리한 경우에 

MCP-1 mRNA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여기서 자초 추출물이 IL-8, TNF-α의 

mRNA 발현을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 여드름 병변

에서도 일정 정도의 염증 억제 효능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NF-κB는 휴지기의 세포에서 p50과 p65가 결

합한 heterodimer로 DNA결합에 필요한 N-말단부 

위에 inhabitor kappa B(I-κB)라고 불리우는 저

해제에 직접 결합하여 활성이 억제된 상태로 세포

질에 존재한다. I-κB가 제거되면 NF-κB는 소단

위에 있는 nuclear-location signal을 노출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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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으로 이동 후 여러 목적 유전자의 전사를 시작

한다. 이렇게 NF-κB가 활성화 되고 세포내 생성

량이 증가되면 Activator protein-1(AP-1) 등과 함

께 각종 염증매개물을 합성하도록 유도하는 전사

인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NF-κB는 감염, 

염증과 같은 스트레스 자극과 염증 cytokine이라 

불리우는 TNF-α, IL-1에 의해서도 활성화되어 유

전자 전사를 자극하고 호중구를 혈액에서 조직으

로 이동시키는데 관여하는 receptor의 발현을 촉진

한다34)
.

  본 연구에서는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 mRNA의 

발현을 조절하는 NF-κB의 활성화 양상을 

confocal microscopy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비활

성화 상태의 NF-κB는 세포질에 존재하다가 활성

화되면 핵내로 이동하게 되는데, P. acnes에 의해 

핵내로 이동되어 활성화되는 NF-κB가 자초 추출

물 처리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핵내로의 이동이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 4). 이러한 NF-κB

의 핵내 이동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Fig. 5

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자초 추출물이 NF-κB의 

핵내 이동을 억제함으로서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

의 mRNA 발현을 억제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자초 추출물이 인

간 단핵구 세포주 THP-1에서 P. acnes에 의해 유

발된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인 IL-8, TNF-α, 

MCP-1의 mRNA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여드름 병

태에서의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들에서 전사 활성 인자로 

작용하는 NF-κB는 P. acnes에 의해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이 유발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이는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 mRNA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초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P. acnes에 의해 유발되는 NF-κB

의 핵내 이동이 억제되어, 결과적으로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들의 mRNA 발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여드름의 염증성 병변 단계

에서 자초를 활용하여 염증 기전의 억제를 통한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TNF-α, IL-8, MCP-1에 

대한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 억제 양상을 주로 

살펴보았으나, 염증 기전의 차단을 좀 더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서 NO 생성 저해 효능, iNOS 발현 

억제 효능, COX-2 발현 억제 효능, PGE2 생성 

저해 효능 등 염증 반응에 직접적인 연관 인자들

까지 함께 살펴보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

으로 남는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는 주로 염증 반

응에 초점을 두었지만 자초 추출물이 P. acnes에 

대한 직접적인 항균 작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험이 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

만 자초 추출물이 염증 반응의 시작 단계인 사이

토카인 발현에서 일정 수준의 억제 효과를 나타냄

을 입증함으로써 여드름 병변에서의 항염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자초 추출물을 포함한 제제를 활용하여 임상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이다.

Ⅴ. 결  론

  자초 추출물이 P. acnes에 의한 단핵구 세포주 

THP-1의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자초 추출물은 단핵구 세포주 THP-1에 1,000 

㎍/㎖까지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2. 자초 추출물을 단핵구 세포주 THP-1에 처리하

였을 때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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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3. P. acnes 및 LPS는 THP-1의 염증성 사이토카

인 IL-8, MCP-1, TNF-α 등의 mRNA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자초 추출물은 이를 감소시켰다.

4. 자초 추출물은 THP-1의 NF-κB의 세포질에서 

핵내로의 유입을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자초 추출물은 단핵구 THP-1 

세포주에서 P. acnes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

의 발현양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여드름 병변에서

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약재로서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피부과학 

제5판. 서울:여문각. 2008;446-53.

 2. 안봉균, 최응호, 이승헌. 여드름의 병인. 한국

피부장벽학회지. 2002;4(1):62-70.

 3. 유진곤, 서형식. 如意金黃散이 여드름 유발균

과 염증에 미치는 영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학회지. 2007;20(2):77-88.

 4. 주예진, 정혜미, 서운교. 三七花의 대식세포로

부터 LPS에 의해 유도되는 nitric oxide와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 억제효과. 대한한의

학회지. 2009;30(1):150-62.

 5. Vowles BR, Yang S, Leyden JJ. Induc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by a soluble 

factor of Propionibacterium acnes: 

implications for chronic inflammatory acne. 

Infect Immunity 1995;63:3158-65.

 6. Chen Q, Koga T, Uchi H, Hara H, Terao 

H, Moroi Y, Urabe K, Furue M. 

Propionibacterium acne-induced IL-8 

production may be mediated by NF-κB 

activation in human monocytes. J Dermatol 

Sci 2002;29:97-103.

 7. 중약대사전 편찬위원회. 완역 중약대사전 8권. 

서울:도서출판 정담. 1997:3611-8.

 8. 조훈, 정용석, 방문수, 류성렬, 조병욱. 

Shikonin 유도체의 합성 및 그의 항암성 평

가. 응용화학. 1998;2(1):396-9.

 9. Kim SH, Kang IC, Yoon TJ, Park YM, 

Kang KS, Song GY, Ahn BZ. Antitumor 

activities fo a newly synthesized shikonin 

derivative, 2-hyim-DMNQ-S-33. Cancer 

Lett. 2001;172(2):171-5.

10. 최관호, 서형식. 顚倒散이 여드름 유발균과 염

증에 미치는 영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지. 2007;20(2):89-101.

11. 노석선. 原色 皮膚科學. 서울:아이비씨기획. 

2006:737-41.

12. 전국한의과대학 피부외과학 교재편찬위원회. 

韓醫皮膚外科學. 부산:도서출판 선우. 2007 

:488-9.

13. 서형식. 加味升麻胃風湯이 面疱(Acne)에 미치

는 實驗的 硏究. 대한한의학회지. 2005;26(1): 

134-47.

14. 이선용, 서형식. 硫黃이 여드름 유발균과 염증

에 미치는 영향.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68-76.

15. 한상미, 이광길, 여주홍, 김원태, 박관규. 국내

산 봉독의 여드름 유발균 및 피부 상재균 증

식 억제 효과. 생약학회지. 2009;40(3):173-7.

16. 석귀덕, 이성하, 김경신. 새삼(Cuscuta 

japonica Choisy) 및 실새삼(C. austrails R.Be) 

추출물의 여드름 유발균 Propionibacterium 

acnes 증식 억제 효과. 생약학회지. 2004;35 

(4):375-9.

17. 곽형심. Propionibacterium acnes에 대한 

Essential oil의 항생효과. 한국미용학회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23권 제2호(2010년 8월)

68

2003;9(3):120-7.

18.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교수 공편저. 本草學. 

서울:도서출판 영림사. 2000:196-7.

19. 송영선. UVB에 손상된 생쥐의 피부에 미치는 

자초(Lithospermum erythrorhizon) 추출물의 

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박사논문. 

2008.

20. 민동훈, 김대근, 임종필, 양재현. 화상 및 창상

에 대한 자근, 치자 복합제제의 영피 흡수 및 

치료효과. 약제학회지. 2005;35:255-63.

21. 강재훈. 자초의 피부염을 포함한 염증에 미치

는 항염작용 및 TNF -alpha, iNOS 생성 억

제효과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05.

22. 황석연, 황방연, 강삼식, 김창민, 박정일, 배기

환, 손건호. 자근으로부터 acetylshikonin의 분

리 및 함량분석. 생약학회지. 2000;31:295-9.

23. Hou,Y., Guo,T., Wu,C., He,X., 

Zhao.M.H.. Effect of Shikonin on Human 

Breast Cancer Cells Proliferation and 

Apoptosis In Vitro. Yakugaku Zasshi. 

2006;126:1383-6.

24. 박욱연, 장동석, 조학래. 자초(Lithospermum 

erythrorhizon)추출물의 항균특성. 한국영양식

량학회지. 1992;21:97-100.

25. 배지현. 지치추출물의 식중독성 미생물에 대한 

항균효과. 한국식품과학회지. 2004;36:823-7.

26. 민영기. 자초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경

   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27. 권미화. 자초가 항알러지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의학회지. 2005;26:110-23.

28. Ishida, T., Sakaguchi, I.. Protection of 

Human Kerationcytes from UVB-Induced 

Inflammation Using Root Extract of 

Lithospermum erythrorhizon. Bio. Pharm. 

Bull. 2007;30:928-34.

29. 김시혜, 정혁상, 조백건, 이진용, 김덕곤. 자초

가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대한한방소

아과학회지. 2004;18:63-75.

30. 김수용. 자초가 비만세포의 알레르기 염증 반

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

문. 2006.

3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진단검사의학 완전개정 3

판. 서울:도서출판 고려의학. 2001;429-35.

32. 이귀녕, 권오헌. 임상병리파일 제 3판. 서울:도

서출판 의학문화사. 2003:717-20, 754-5.

33. 대한내과학회. HARRISON`S 내과학(2). 서

울:MIP. 2004:1861.

34. 박주호, 김경준. 목단피의 NF-κB와 MAPKs 

억제를 통한 Pro-inflammatory Cytokines 활

성에 미치는 효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지. 2009;22(2):1-18.

35. 김나래, 임영희, 박설웅, 남은실. 천연물 유래 

여드름치료 제제의 항균활성 측정. Kor. J. 

Microbiol. Biotechnol. 2009;37(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