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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 추출물에 의한 인간호염구(KU812F 세포)의 탈과립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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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nica granatum (PG) evidences a variety of physiological properties, including anti-diabetic, anti-cancer, anti-
inflammatory, anti-microbial,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Using the human basophilic KU812F cells, the inhibitory effects
of the methanolic extract of PG seed, shell, and juice on calcium ionophore, A23187-induced degranulation were assessed.
All of the PG extracts inhibited A23187-induced intracellular Ca2+ levels, β-hexosaminidase, and histamine release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showed that all of the PG extracts are potent inhibitors of degranulation in allergic
reactions, via the suppression of Ca2+ in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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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석류(Punica granatum L.)는 Punicaceae과에 속한 낙엽소교목으

로서 예로부터 열매와 줄기껍질과 뿌리의 껍질을 건조하여 설사,

이질, 구내염, 장출혈, 치통, 천식, 백일해, 무좀의 치료를 위한 한

약재로 쓰여 왔으며, 이란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서남부 및 인도

의 북서부가 자생지이다. 현재는 아열대 및 열대 각지에 널리 퍼

져있는 식물로서, 생과일주스로 소비되거나, 주스, 잼, 시럽 및 주

류로 가공되어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석류 추출액 중에는 antho-

cyanin과 phenol성 화합물을 포함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항암, 항산화, 항염증, 항당뇨,

항산화, 항미생물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그러

나 석류 추출물에 의한 비만세포 및 호염구 세포의 탈과립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알레르기 질환은 면역계의 방어기능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

하는 것으로, 무해한 항원에 응답하여, 특이적인 면역글로블린

E(IgE)를 생성한 개체가 다시 같은 항원에 노출되어 일어나는 일

련의 반응을 말한다. 알레르기 반응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통상 알레르기 질환으로 일컬어지는 유형은 제Ⅰ

형으로, 알레르기 관련 세포에서 분비되는 각종 화학매체들의

직·간접적인 약리작용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염증 반응에 의한

것으로서,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및 식

품 알레르기 등을 들 수 있다(8-10).

호염구 및 비만세포는 IgE를 매개로 하는 알레르기 반응에 있

어 효과세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세포 표면

에 발현하고 있는, 고친화성 IgE 수용체인 FceRI이 IgE 및 특이

적 알레르겐과 결합함으로써, 세포질 내 칼슘농도가 상승하고, 탈

과립이 일어나, 여러 가지 염증매개인자를 분비하게 된다. 이들

염증 매개인자는 혈관을 이완시키거나, 혈관투과도를 증가시키고,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11,12).

Histamine과 β-hexosaminidase는 비만세포가 항원 또는 면역학

적인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었을 때 분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in vitro 알레르기 반응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의 탈과립 마커로

사용되고 있다(13). KU812F 세포는 백혈병 환자 유래 세포로서,

세포표면에 고친화성 IgE 수용체(FceRI)를 발현하고 있고, 호염

구성 세포주로서 알려져 있으며, 본 세포주를 이용한 알레르기

반응 조절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4,15). 따라

서, 염증매개인자인 histamine 및 β-hexosaminidase 유리에 관한

연구에 있어, 그 효과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성분에 대한 연

구를 위해 KU812F 세포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Calcium ionophores, neuropeptides 및 compound 48/80은 비만세

포 탈과립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최근, 식품추

출물 및 단일 성분에 관한 비만세포의 탈과립 억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18-24), 석류에 의한 보고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 호염구 세포인, KU812F 세포의

calcium ionophore인 A23187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세포 내 탈과

립에 있어, 석류피, 석류씨, 및 석류즙의 메탄올 추출물에 의한

저해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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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석류는 전라남도 고흥군(2007년산), RPMI-1640배지, fetal bovine

serum(FBS) 및 항생제와 antimycotics는 HyClone사(Logan, UT,

USA), A23187, Fura 2-AM, k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histamine, p-nitrophenyl-N-acetyl-β-D-glucosaminide(NP-

GlcNAc), O-phthalaldehyde(OPA), hydroxyethylpiperazinylethane-

sulfonic acid(HEPES) 및 dimethylsulfoxide(DMSO)는 Sigma사(St.

Louis, MO, USA), Celltiter 96®AQ
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

eration Assay는 Promega사(Madison, WI,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의 추출

석류씨와 석류피는 건조 후 분말화하여, 석류즙은 생석류를 짜

서 즙을 낸 후, 여과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에 10배의 메

탄올을 첨가하여 4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하여, 원심분리 한 후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회전식 진공농축기로 감압 농축한 후, 동

결건조하여 −20oC에서 보관하면서, DMSO에 용해하여 본 실험

에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시료처리

본 실험에 사용한 호염기성 세포주 KU812F는 ATCC로부터 분

양받아, 10% FBS, 10 mM HEPES 및 항생제와 antimycotics가

첨가된 RPMI-1640 배지에, 37oC, 5% CO
2
 조건하에서 배양하였

으며, 2-3일 간격으로 계대 배양하면서 사용하였다. 시료처리를

위해 KU812F 세포에 DMSO로 희석한 여러 가지 농도의 석류

추출물과 무혈청 배양 조건하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세포독성 측정

석류 추출물에 의한 세포독성은 Celltiter 96®AQ
ueous 

One Solu-

tion Cell Proliferation Assa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U812F 세

포를 2.5×104 cells/plate의 농도로 분주하여, DMSO로 희석한 각

농도별 석류 추출물과 함께 무혈청 조건하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세포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Celltiter 96®AQ
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시약을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반

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VersaMax,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대조군의 흡광도에 대한 실험군의 흡광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Calcium 측정

세포 내 칼슘농도는 칼슘과 반응성있는 형광물질인 Fura 2-AM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U812F 세포를 석류 추출물과 24시간

배양한 후, 2.0 µM의 Fura 2-AM/Tyrode 완충용액(137 mM NaCl,

2.7 mM KCl, 0.4 mM NaH
2
PO

4
, 1 mM MgCl

2
, 12 mM NaHCO

3
,

1.8 mM CaCl
2
)과 37oC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 HBSS로 세척한

세포를 5 µM A23187/Tyrode 완충용액의 농도로 37oC에서 30분

간 자극한 후, microplate fluorescence reader(BioTek, FLx800,

Winooskin, VT, USA)를 이용하여 Ex 파장 360 nm 및 Em 파장

528 nm에서 측정하였다.

히스타민 측정

석류 추출물이 처리된 세포를 회수하여,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세척한 후, 5 µM A23187/Tyrode 완충용액으로 자

극하였다. 상층액에 1 N NaOH 및 0.2% OPA를 첨가하여 얼음

위에서 40분간 반응시켜, 3 N HCl의 첨가에 의해 반응을 정지시

킨 후, 형광강도를 microplate fluorescence reader(BioTek)를 이용

하여 Ex 파장 360 nm 및 Em 파장 460 nm에서 측정하였다. 세포

내 히스타민 농도는 대조군의 흡광도에 대한 실험군의 흡광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β-Hexosaminidase 측정

각각의 석류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를 회수하여 PBS로 세척한

후, 5 mM A23187/Tyrode 완충용액으로 자극하여, 37oC에서 30분

간 반응시켰다. 원심분리하여 상층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였고, 침

전물은 0.1% Triton X-100이 첨가된 lysis 완충용액을 넣어, 얼음

위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상층액과 추출물에 0.4 M citrate와

0.2 M phosphate 완충용액, pH 4.5에 용해시킨 2 mM NP-GlcNAc

를 첨가하여 37oC에서 40분간 반응시킨 후, 0.2 M glycine-NaOH,

pH 10.7을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액을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상층액 내의 β-hexosaminidase 활성은 다음과 같이 구하

였다.

β-Hexosaminidase 활성=
 A23187 자극 세포의 상층액 OD 

×100
                          총 세포 추출물 OD

통계학적 분석

대조군과 PG 추출물 처리군의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로 비교하였다. 통계처리 후 p값이 0.05 미만일 경

우(p<0.05)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KU812F 세포에 대한 석류 추출물의 세포독성효과

KU812F 세포의 석류씨, 석류피 및 석류즙의 메탄올 추출물에

대한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 KU812F 세포에 각각의 석류 추출

물을 여러 가지 농도로 첨가하여, 24시간 처리한 후, 세포 생존

율을 Celltiter 96®AQ
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대조군에 대한 실험군의 세포 생존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Fig. 1과 같이, 각각의 석류 추출물은 0-100

µg/mL의 농도에서 어떠한 독성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실험

에 사용하였다.

세포 내 칼슘 유입 억제 효과

세포 내 칼슘 유입은 비만세포 및 호염구 탈과립에 있어 중요

하다(12). 세포 내로의 칼슘 유입에 있어, 각각의 석류 추출물의

저해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각각의 석류추출물을 0,

10, 50 및 100 µg/mL 농도로 배양시킨 KU812F 세포를, Fura 2-

AM과 반응시킨 후, A23187로 자극하여, 형광광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석류 추출물이 처리된 세포를, 처리되지 않는 세

포와 비교하였을 때, 세포 내 칼슘 농도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

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석류피, 석류씨, 석류즙의 순으로 세

포 내 칼슘 유입 저해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2).

탈과립에 있어 저해효과

세포 내 칼슘 농도 상승은 비만 세포 및 호염구 내 히스타민

과 β-hexosaminidase를 유리시킨다(8). 호염구 탈과립에 있어, 석

류 추출물에 의한 억제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KU812F 세포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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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추출물을 처리하여, A23187로 자극한 후, 유리되는 히스타민

과 β-hexosaminid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10, 50, 100 µg/mL 농도

의 석류 추출물이 처리된 세포에서 유리되는 히스타민함량은 석

류씨는 89, 79, 60%, 석류피는 86, 76, 63%, 석류즙은 91, 82,

74%를 각각 나타내었고,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석류피,

석류씨, 석류즙의 순으로 저해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 또한 석류 추출물이 처리되지 않는 세포의 β-hexosamini-

dase 함량은 24.6%를 나타내었고, 10, 50, 100 µg/mL농도의 석류

추출물이 처리된 세포에서는, 석류씨 23, 20, 18%, 석류피 21, 18,

16%, 석류즙 23, 21, 20%를 각각 나타내었으며, 농도 의존적으

로 감소하였고, 석류피, 석류씨, 석류즙의 순으로 저해효과가 크

게 나타났다(Fig. 4). 이는 세포 내 칼슘농도의 억제 효과가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의 석류추출물이 알레르기 반응에

있어, 세포 내 칼슘농도를 억제함으로써, 히스타민과 β-hexosamini-

dase의 유리를 억제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로부터, 석류는 설사, 이질, 구내염, 치통, 천식, 백일해, 무좀

및 장출혈의 치료를 위한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다(1). 석류는 강

한 항산화, 항염증 및 항암효과를 나타내는 폴리페놀성 화합물,

특히 punicalagins(ellagitannins)을 함유하고 있다(25-27). 또한, 다

양한 약리 효과가 갖는 성분이 각 부위별로 함유되어 있으며, 함

량은 나무 품종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

다(28-30). 항 알레르기 활성을 갖는 물질 탐색의 일환으로, 석류

를 각 부위별로 나누어, 메탄올로 추출하여, 알레르기 반응 조절

연구에 많이 이용되는 인간 호염구인 KU812F 세포에 있어, 석

류 추출물이 KU812F 세포의 탈과립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레르기 반응은 비만세포 및 호염기구 표면에 발현하고 있는

고친화성 IgE 수용체인 FceRI과 알레르겐 및 특이적 항체와의 결

합에 의해 일어나며, 항원응집은 protein tyrosine kinases, Syk와

Lyn의 인산화를 초래하여, protein kinase C(PKC)의 translocation

및 calcium influx를 일으켜, 세포 내 탈과립을 야기시킴으로써 염

증매개인자인, 히스타민과 β-hexosaminidase를 분비하게 된다(8,31-

Fig. 1. Cytotoxic effects of PG extracts on KU812F cells. KU812F
cell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of different concentrations of PG
extracts for 24 hr, and the cell viabilities were determined by MTS
assay. Each determination was made in triplicate and data shown are
mean±SD. DMSO, dimethlsulfoxide; PGS, punica granatum seed;
PGSH, punica granatum shell; PGS, punica granatum juice.

Fig. 2. Effects of PG extracts on intracellular Ca2+concentration.
KU812F cells were treated in the presence of different concentrations
of PG extracts (0, 10, 50, and 100 mg/mL) for 24 hr. The cells were
incubated with Fura 2-AM, and stimulated with A23187. Intracellular
Ca2+ concentration were spectrofluorometrically determined.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of three different experiments.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p<0.01).

Fig. 3. Effects of PG extracts on histamine release. KU812F cells
were treated in the presence of different concentrations of PG
extracts (0, 10, 50, and 100 mg/mL) for 24 hr and stimulated with
A23187. Histamine content was spectrofluorometrically determined.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three different experiments.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p<0.01).

Fig. 4. Effects of PG extracts on β-hexosaminidase release.
KU812F cells were treated in the presence of different concentrations of
PG extracts (0, 10, 50, and 100 mg/mL) for 24 hr, stimulated with
A23187, and β-hexosaminidase content was determined.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three different experiments.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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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따라서, 석류에 의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위해, 석류로부

터 항알레르기 활성을 갖는 단일 성분을 분리하여, 이에 대한 세

포 내 신호 전달 제어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 약

석류는 항당뇨, 항암, 항산화, 항미생물 및 항염증 효과와 같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석류의 씨, 껍질 및 즙의 메

탄올 추출물의 항알레르기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인간 호염구

인 KU812F 세포에 있어, A23187로 유도된 탈과립에 있어 저해

효과를 검토하였다. 세포를 각각의 추출물로 처리하여, A23187로

자극한 후, 세포 내 칼슘농도, β-hexosaminidase 및 히스타민 함

량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석류 추출물은 A23187에 의해 유도된

세포 내 칼슘 농도, 히스타민 및 β-hexosaminidase 유리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석류 추출물은 알레르기

반응에 있어 칼슘 유입의 억제를 통한 탈과립의 강력한 저해제

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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