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41, No. 5, pp. 477~482 (2009)

477

총 설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Michael addition acceptor 그룹을 가지고 있는 phytochemicals의

toll-like receptor 신호전달체계 조절을 통한 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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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inflammatory Effects of Phytochemicals Having Michael Addition 
Acceptors by the Modulation of Toll-like Receptor Signaling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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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ll-like receptors (TLR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induction of innate immune responses that are essential for
host defense against invading microbial pathogens. In general, TLRs have two major downstream signaling pathways,
namely MyD88- and TRIF-dependent pathways, leading to the activation of nuclear factor-κB (NF-κB) and interferon
regulatory factor 3 (IRF3) and the express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TLR4 dimerization is required for the activation
of downstream signaling pathways and may be one of the first lines of regulation in activating TLR-mediated signaling
pathways. In this paper, the molecular targets of curcumin, 6-shogaol, and cinnamaldehyde in TLR signaling pathways will
be discussed. Curcumin, 6-shogaol, and cinnamaldehyde with α,β-unsaturated carbonyl groups inhibit the dimerization of
TLR4 induced by lipopolysaccharide, resulting in the downregulation of NF-κB and IRF3. These results suggest that
phytochemicals with the structural motif conferring Michael addition inhibit TLR4 dimerization, suggesting a novel
mechanism for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phyt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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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Toll-like receptors(TLRs)는 여러 병원체들이 숙주안에 침입하였

을 때, 병원균들이 가지고 있는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

terns(PAMPs)을 인식하여 선천성 면역(innate immunity) 반응과 뒤

이어 후천성 면역(acquired immunity) 반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1-5). 현재까지 최소한 13개의 TLRs가 포유동물 세포

에서 발견되었으며, 각각의 TLRs은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서

로 다른 구조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LR2는 TLR1 또

는 TLR6와 이합체를 형성하여 triacyl 또는 diacyl lipopeptide를

인식한다(6). TLR3는 double stranded RNA, TLR4는 lipopolysac-

charide(LPS), TLR5는 flagellin, TLR7과 TLR8은 single stranded

RNA, 그리고 TLR9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unmethylated CpG

DNA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TLR1, TLR2, TLR4,

TLR5, 그리고 TLR6는 세포막에 존재하며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

는 PAMPs를 인식하는 반면에, TLR3, TLR7, TLR8, 그리고

TLR9은 endosome과 같은 세포질에 있는 성분들의 막에 존재하

며 바이러스 핵산들을 인식한다(Fig. 1)(7). 또한 TLR9은 박테리

아 핵산을 인식한다.

본 논문에서는 α,β-unsaturated carbonyl group(Michael addition

acceptor)을 가지고 있는 phytochemicals이 어떻게 TLRs 신호전달

체계를 조절해서 항염증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명에 의해서 앞으로 기능성 식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

는 연구자들에게 TLRs 신호 전달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되어지

는 염증(inflammation)반응이나 뒤이어 발생하는 만성적인 질병들

이,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이나 약초들에 포함되어 있는 phy-

tochemicals에 의해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oll-like receptors

TLRs는 광범위하게 MyD88-과 TRIF-의존 신호전달 체계를 가

지고 있다. TLRs가 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

terns(PAMPs)을 인식하면, PAMPs에 의해서 유도된 수용체의 이

합체는 TLRs에 의해서 유도되는 신호 전달 체계의 활성화를 유

도한다. TLRs는 일반적으로 myeloid differential factor

88(MyD88)과 Toll/IL-1R domain-containing adaptor inducing

interferon-β(TRIF) 의존 신호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Fig. 1)(2).

MyD88-dependent signaling pathway

MyD88은 TLR3를 제외한 모든 포유동물에서 발견되는 TLRs

의 Toll/IL-1R(TIR) 도메인에 붙는 즉각적인 어댑터(adaptor) 분자

이다(2). TLRs는 TIR domain에 최초의 어댑터 분자인 MyD8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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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philic interaction에 의해서 모은다(8). MyD88은 IL-1 recep-

tor-associate kinase 4(IRAK-4)를 유도하고, IRAK-4는 IRAK-1을

인산화 시키며, 인산화된 IRAK-1은 TNF receptor-associated factor

6(TRAF6)를 유도하고, TRAF6는 IκB kinase(inhibitor of κB

kinase, IKK)를 활성화 시켜, 전사요소 nuclear factor-κB(NF-κB)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두 개의 kinases(IKKα와 IKKβ)에 의해서 유

발되는 IκBα의 인산화(phosphorylation)와 분해(degradation)가 NF-

κB 활성화를 유도한다. 연구에 의하면 IKKα보다 IKKβ가 TLR

signaling pathways 안에서 NF-κB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IKKα는 NF-κB 활성화를

종결시키는데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0). NF-κB는 Rel-homology domains(RHDs)을 포함하는 이합

체(dimeric) 전사요소(transcription factor)이다. 모두 다섯 종류의

NF-κB families[RelA(p65), RelB, C-Rel, p105(NF-κB1; a precur-

sor of p50), p100(NF-κB2; a precursor of p52)]가 포유동물 세포

에서 발견되며, NF-κB는 동종(homo)- 또는 이종(hetero)-이합체

(dimers)를 형성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TLRs 신호

전달 체계에서 가장 종종 활성화되는 NF-κB는 p65와 p50으로

구성된 이종이합체로 알려져 있다(11). 이렇게 TLRs를 시작으로

IKK kinases를 통해 NF-κB 활성화를 유도하는 신호전달 체계를

‘canonical pathway’라고 부르며, 이러한 신호전달 체계를 통해

cytokine이나 cyclooxygenase-2(COX-2)와 같은 염증 유전 물질들

을 유도하여 알레르기(allergy)나 건선(psoriasis)과 같은 여러 질병

을 유발하게 된다(12).

TRIF-dependent signaling pathway

NF-κB 활성화에 부가적으로, TLR3에 의한 double stranded

RNA(dsRNA)의 인식과 TLR4에 의한 LPS의 인식은 MyD88 대

신에 어댑터 분자인 TRIF를 통하여 전사요소 interferon(IFN)-

regulatory factor 3(IRF3)의 활성화를 유도한다(Fig. 1)(13). TRIF

Fig. 1. Toll-like receptor (TLR) signaling pathways and their agonists. TLRs have two major downstream signaling pathways; MyD88- and
TRIF-dependent pathways leading to the activation of NF-κB and IRF3. TLR2 dimerized with TLR1 or TLR6 recognizes triacyl or diacyl
lipopeptides of Gram-positive bacteria. TLR4 recognizes bacterial LPS. TLR5 recognizes bacterial flagellin. TLR3 recognizes double-stranded
RNA (dsRNA). TLR7 recognizes imidazoquinolines and single-stranded viral RNA (ssRNA). TLR9 recognizes both viral and bacterial CpG
DNA motifs. LPS, lipopolysaccharide; CpG DNA, cytosine phosphate guanine DNA; MyD88, myeloid differential factor 88; TRIF, TIR
domain-containing adapter inducing IFNβ; IFN, interferon; TIRAP, TIR domain-containing adapter protein; TRAM, TRIF-related adapter
molecule; IkBα, inhibitor of κB alpha; IKK, IκB kinase; IRAK, IL-1 receptor-associate kinase; TBK1, TANK-binding kinase 1; RIP1, receptor
interacting protein 1; IRF3, IFN-regulatory factor 3; NF-κB, nuclear factor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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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kinase TBK1과 IKKε을 통하여 IRF3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활

성화된 IRF3는 쉽게 인산화되고, 인산화된 IRF3는 이합체되어 핵

(nucleus) 안으로 들어간다. 핵 안으로 들어간 IRF3는 IFN-stimu-

lated response element(ISRE)나 regulated on activation normal T-

cell Expressed and secreted(RANTES)로써 알려진 consensus

DNA sequence에 결합한다(14,15). 전사요소 NF-κB나 IRF3 양쪽

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서 활성화 되지만, 양쪽 전

사요소들의 활성화에 의해서 유도되는 타겟 유전자는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NF-κB 활성화는 proinflammatory cytokines

을 유도하지만, IRF3 활성화는 type I IFN 유전자들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8).

TBK1과 IKKε이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유사함에도 불

구하고, 두 kinase의 발현 양식은 구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TBK1

은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계속적으로 발현되는 반면에, IKKε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활성화된 면역세포나 non-hematopoietic

cells에서 유도된다(19). TBK1 knockout mice 실험에 의하면

TBK1은 IRF3 활성화나 IFNβ 생성에 관여하는 downstream sig-

naling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9,20). 하지만 IKKε knock-

out mice 실험에 의하면 IKKε은 IRF3 활성화나 IFNβ 생성에 분

명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였다(19). 이러한 결과는 TBK1만이

IRF3 활성화나 IFNβ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TLRs를 통한 NF-κB 활성화에 미치는

TBK1과 IKKε의 역할은 TBK1과 IKKε double knockout mice

실험에 의해서 증명되었다(19). TBK1과 IKKε double knockout

mice 안에서, TLR3와 TLR4 agonists에 의해서 유도된 IκBα 분

해, NF-κB와 DNA 결합, 그리고 inflammatory cytokines의 생성에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TBK1이나 IKKε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TRIF는 TBK1과 IRF3를 통하여 IFNβ나 IFN에 의해

서 유도되는 유전체들을 유도한다. 하지만 TRIF의 C-말단 부분

은 receptor interacting protein 1(RIP1)과 반응하여 지연된 NF-κB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그래서 TRIF는 IRF3

활성화를 위해서 TBK1을 사용하고, NF-κB 활성화를 위해서 RIP1

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 1)(13,22).

Phytochemicals

Curcumin

Curcumin은 Curcuma longa 안에서 발견되는 노란색을 띄는 물

질이며, 우리가 흔히 먹는 카레의 주성분이다(Fig. 2). Curcumin

은 IKKβ를 분자학적인 타깃으로 하여 여러 pro-inflammatory 자

극제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를 억제 시킨다(23-26). TLR

신호전달 체계에서 curcumin은 ‘canonical pathway’의 key kinase

인 IKKβ의 조절를 통하여 MyD88-dependent 신호전달 체계를 조

절한다고 알려져 있다(Fig. 3)(27).

TLRs의 이합체 형성은 TLRs에 의해서 유도되는 신호 전달 체

계의 활성화와 뒤이어 발생하는 선천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

해서 최초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알려져 있다. TLRs는 세포막의

바깥쪽에 leucine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존재하고, cysteine

이 풍부한 지역이 있으며, 또한 세포막 안쪽에는 TIR(Toll/IL-1R

homologous) 지역을 가지고 있는 세포막을 통과하는 Type I 단백

질이다. 그러므로 TLRs는 세포막의 안과 밖으로 여러 개의

cysteines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cysteines은 이황화물(disulfide) 결

합에 의해서 TLRs가 이합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28). 많은 연구에 의하면 α,β-unsaturated carbonyl group

을 가지고 있는 phytochemicals은 Michael addition 반응에 의해서

cysteine의 thiol group에 붙어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29,30). 그러므로 α,β-unsaturated carbonyl group을 가지

고 있는 curcumin은 Michael addition 반응에 의해서 LPS에 의해

유도된 TLR4의 동종이합체를 억제한다고 알려졌다(27).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curcumin은 분자학적인 타깃이 IKKβ에 부가적으

로 최초의 방어체계라 할 수 있는 수용체의 이합체 형성을 방해

하여 NF-κB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Fig. 3)(27).

이와 같은 결과는 기능성 물질들이 신호전달 체계에 존재하는 단

백질만을 분자학적인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체 레벨을

타깃으로 하여 항염증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

과라 할 수 있겠다.

6-Shogaol

웰빙 식품중 하나인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ecoe)은 오랫동

안 herbal medicine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전통적으로 신경성 질

환(nervous diseases), 치은염(gingivitis), 치통(toothache), 천식

(asthma), 뇌졸중(stroke), 변비(constipation) 그리고 당뇨(diabetes)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1). 특히 생강 추출물들은 항염

증(anti-inflammatory)(32), 항산화(antioxidant)(33), 항혈전(anti-

thrombotic)(34), 항암(anticancer)(35) 그리고 관절염 치료를(36) 위

해서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염증 효과를 설명하기 위

하여 생강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물질들은 gingerols, shogaols,

그리고 paradols 등이 있다(Fig. 4). Gingerol은 가수분해에 의해서

생강가루의 중요 구성 물질인 shogaol로 쉽게 변형된다. Shogaol

또한 가수분해에 의해서 paradol로 전환된다. Shogaol은 신선한

생강에서는 적은 양만이 발견되지만, 건조된 생강가루에서는 많

은 양이 존재한다. 특히 생강 추출물들 중에서 gingerols과 shog-

aols이 prostaglandin과 leukotriene 합성 효소의 효과적인 억제제로

보고되었다(37).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6-shogaol이 TLR 신호전

달 체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만 논의 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생강 추출물들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유

도된 NF-κB 활성화와 COX-2 발현을 억제시킨다고 알려졌으며,

side chain의 길이가 활성화 결정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Fig. 2. The molecular structures of curcumin. Curcumin can

exist in at least two tautomeric forms, keto (in solid phase) and
enol (i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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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38,39). 6-shogaol은 macrophage-activating lipopeptide 2-

kDa(MALP-2, TLR2 and TLR6 agonist), polyriboinosinic polyri-

bocytidylic acid(poly[I:C], TLR3 agonist) 그리고 LPS(TLR4 ago-

nist)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와 COX-2 발현을 억제시켰

다. 6-Shogaol은 TLRs의 downstream 분자인 MyD88, IKKβ, 또

는 p65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를 억제 시켰다(40). 이러

한 결과들은 TLR 신호전달 체계에 대한 6-shogaol의 분자학적인

타깃이 적어도 하나는 IKKβ보다 아래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부가적으로 6-shogaol은 LPS에 의

해서 유도된 TLR4의 이합체 형성을 억제 시켰다(Fig. 3)(41). 이

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Michael addition 반응을 유도하는 α,β-

unsaturated carbonyl group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cysteine의

thiol 구룹에 결합하여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 시키는 것으로 밝혀

졌다. 즉 α,β-unsaturated carbonyl group을 가지고 있는 6-shogaol

은 TLR4의 cysteine에 결합하여 TLR4의 이합체 형성을 억제시

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6-shogaol이 수용체의 이합체 형성을

조절하여 염증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겠다.

Cinnamaldehyde

계피는 Cinnamomum 나무로부터 분리된 나무 껍질을 말린 것

으로 주성분은 계피유라고 하는 정유(essential oil)로 cinnamalde-

hyde(3-phenyl-2-propenal)가 주요한 구성물질이다(Fig. 5). α,β-

unsaturated carbonyl group을 가지고 있는 cinnamaldehyde는 향수

와 살균제의 구성물질로써 그리고 껌, 아이스크림, 캔디, 음료수

Fig. 3. The molecular targets of curcumin, 6-shogaol, and cinnamaldehyde in TLR4 signaling pathway. Cur; curcumin, Sho; 6-shogaol,
Cin; cinnamaldehyde.

Fig. 4. The molecular structures of gingerols, shogaols, and

parad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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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맛을 내는 물질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항염증과 항

박테리아 성질을 포함한 여러가지 생물학적인 활성을 가지고 있

다고 알려져 있다(42).

TLR4 신호전달 체계는 두 개의 중요한 전사요소 NF-κB와 IRF3

의 활성화를 유도한다(2). Cinnamaldehyde는 LPS에 의해서 유도

된 NF-κB와 IRF3의 활성화를 억제한다(43). 또한 cinnamaldehyde

는 LPS에 의해서 유도된 TLR4의 타깃 유전자인 COX-2와 IFN-

β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cinnamaldehyde는 TLR4의 신호

전달 체계의 구성요소인 MyD88과 IKKβ에 의해서 유도된 NF-

κB 활성화와 TRIF와 TBK1에 의해서 유도된 IRF3 활성화를 억

제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cinnamaldehyde의 분자학적인 타

깃이 MyD88과 TRIF 위에 놓여있으며, 수용체 자체가 cinnamal-

dehyde의 분자학적인 타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수용체의 이합체 형성은 TLRs에 의해서 유도되는 신호 전달 체

계의 활성화와 뒤이어 발생하는 선천성 그리고 후천성 면역 반

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로 일어나는 반응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Cinnamaldehyde는 LPS에 의해서 유도된 TLR4의 이합체 형

성을 억제시켰으며(Fig. 3), 그 결과로 LPS에 의해서 유도된

IRAK-1 분해와 NF-κB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 앞에 논의한 바와 같이 α,β-unsaturated carbonyl group을 가

지고 있는 cinnamaldehyde는 최초의 방어체계라 할 수 있는 수용

체의 이합체 형성을 억제하여 NF-κB와 IRF3 활성화 및 그것들

에 의해서 조절되는 타깃 유전자들인 COX-2와 IFNβ를 억제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 약

TLRs는 여러 병원균들이 가지고 있는 PAMPs를 인식해서, 선

천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TLR4의 이합체

형성은 신호전달 체계의 활성화와 뒤이어 발생하는 선천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알려져 있

다.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

져 있는 phytochemicals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α,β-unsaturated

carbonyl group을 가지고 있는 curcumin, 6-shogaol, 그리고 cinna-

maldehyde는 Michael addition 반응에 의해서 LPS에 의해서 유도

된 TLR4의 이합체 형성을 억제시켜, 전사요소 NF-κB와 IRF3 활

성화 및 그것들에 의해서 조절되는 타깃 유전자들을 억제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α,β-unsaturated carbonyl group을 가지고 있는 cur-

cumin, 6-shogaol, 그리고 cinnamaldehyde의 항염증 효능에 대한

새로운 기전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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