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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Cirsium japonicum is a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hat has been used in the treatment of inflammatory diseases such 

as appendicitis, hepatitis, pulmonary abscess and tumor. The aim of study was to elucidate anti-migratory activity of CJP(Cirsium 

japonicum pharmacopuncture) through regula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in C6 glioma cell. Methods : Nitric oxide(NO) 

production was determined by using nitrite assay. The cell migration was analyzed by wound-healing assay and Boyden chamber 

assay. The expression levels of iNOS, and protein kinase C(PKC)-α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assay. Results : CJP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on NO production. Moreover, glioma cell migration was effectively suppressed by CJP. Furthermore, CJP 

inhibited the expressions of iNOS and PKC-α in C6 glioma cell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CJP inhibits glioma cell 

migration and iNOS expression through regulation of PKC-α.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CJP could be an effective agents for 

blocking malignant progression of gli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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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교종은 이환율과 사망률이 높으며, 침습성이 강한 특징 때문

에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불량하다1,2). 특히 악성 뇌신경교종은 인근

의 정상세포로 이주(migration)하는 특성이 있으며, 신속한 증식과 

침윤(invasion)을 일으키며 방사능 및 화학요법에 저항성을 나타내

므로 기존의 암치료 요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우며3,4), 신생혈관 억제

(anti-angiogenesis) 및 세포자멸사(apoptosis)의 유도와 같은 치료

법도 환자의 생명연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5,6).

한편 만성적인 염증반응은 DNA 손상과 염색체의 불안정을 초래

하여 암의 발생을 유도하는데7), 이 과정에는 cytokines, chemo-

kines, cyclooxygenase-2(COX-2), prostaglandins(PGs), induc-

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및 nitric oxide(NO)와 같은 다양

한 염증 매개인자들이 관여한다8). 또한 염증 매개인자들의 과발현, 

과잉생산 및 비정상적인 활성화는 암세포의 증식을 야기하고 세포자

멸사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 암 발생을 촉진하며, 신생혈관 형성

(angiogenesis)과 조직 변화(tissue remodeling)와 같은 자극을 통해 

암세포가 정상 조직으로 이주하여 침윤과 전이(metastasis)가 일어나

도록 유도한다9,10).

대계(Cirsium japonicum De Candole)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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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엉겅퀴의 全草로서, 性味는 甘苦, 凉하며 養精保血, 凉血止血, 

散瘀消腫하는 효능이 있어 충수염, 폐농양, 화상, 종기, 간염 및 癰

腫 등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11,12).

한편, 대계의 효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로 항산화 효능13), cy-

tochrome P450 억제를 통한 항동맥경화 효능14), GABA receptor 

작용을 통한 불안 완화효과15) 등이 규명된 바 있으며, 대계의 아종

인 var. maackii와 그 구성성분 luteolin 5-O-glucoside가 Raw 

264.7 세포에서 iNOS 발현 억제를 통하여 NO 생성을 줄인다는 

보고16)가 있다.

또한 본 약물의 항암효능과 관련한 연구로 쥐의 간암세포와 육

종에 대한 항암효과17,18), 사람 유방암 세포에 대한 증식 억제효과 

및 세포자멸사 유도효과19) 등이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뇌종

양과 관련된 연구는 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경교종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염증제어 및 암세포 이주 

억제능을 지닌 약물이 신경교종의 악성 진행을 차단함으로써 환자

의 생명연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계 약침

액의 항염증 효능 및 신경교종 세포의 이주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흰쥐 C6 신경교종 세포에서 항염증효

능 및 세포 이주에 대한 효능을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시약

세포배양에 사용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과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은 HyClone사(Logan, UT, 

USA), fetal bovine serum(FBS)은 WelGENE사(Seoul, Korea), 

penicillin-streptomycin과 trypsin-ethylene diamine tetraacetic 

acid(EDTA)는 Gibco사(Carlsbad, California, USA)에서 구입하였다. 

Cell viability 측정에 사용된 Ez-cytox assay kit는 Daeil Lab 

Service(Seoul, Korea)에서, 단백질 정량에 사용된 Pierce BCA 

protein assay kit는 Thermo Scientific(Rockford, IL, USA)에서, 

LPS와 Diff Quick stain은 Sigma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한편 primary antibody와 secondary antibody는 

Cell signaling Technology(Beverly, MA, USA) 및 Santa Cruz 

Biotechnology(Santa Cruz, M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약재 및 약침액 조제

대계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경북, 경주시)에서 

구입한 것을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대계 약침액은 水

劑-알콜 沈法에 따라 제조하였다. 먼저 60 g의 약재를 작은 크기로 

잘라 원저 flask에 넣고 500 ml의 증류수를 가하여 3시간 동안 

80oC에서 추출한 후, Whatman paper로 여과하여 상층액을 수거

하였다. 여과액을 rotary evaporator(EYELA N-1000, Japan)로 감

압농축하여 전량을 50 ml로 농축한 다음 99.9% ethanol을 가하여 

교반하고 저온에서 방치하여 상층액을 수거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

으로 차례로 75%, 85%, 95% ethanol 용액이 되도록 하면서 각각

의 단계에서 혼합액을 교반하고 저온에서 방치하여 침전물을 제거

하였다. 이후, 상층액을 수거하고 감압농축하여 에탄올 성분을 제

거하였다. 이를 동결건조기(LABCONCO FreeZone 6, USA)에서 동

결건조 한 다음, 최종 3.04 g의 분말을 회수(회수율 w/w：5.10%)하

여 대계 약침액(Cirsium japonicum pharmacopuncture：CJP)으

로 사용하였다. 한편, 회수된 분말은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냉동 

건조한 환경에서 보관하였으며, voucher specimen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경기도, 고양시)에 보관되어 있다.

3. 세포배양 

흰쥐 신경교종 세포주인 C6 glioma cell은 한국세포주은행

(KCLB,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았으며, 10% FBS, 1% anti-

biotics(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DMEM 배지에서 

37oC, 5% CO2의 조건으로 배양하였고, 세포의 성장주기를 고려

하여 2∼3일마다 100 mm dish에서 subculture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4. 세포생존율 측정

CJP가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C6 gli-

oma 세포를 96 well-plate에 5×103 cells/well의 농도로 조절하

여 분주한 다음,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CJP를 

농도별로 각각 0, 1, 2, 3, 4 및 5 mg/ml의 농도가 되도록 처리한 

후, 18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 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Ez-cytox Assay reagent를 10 μl씩 처리하고 30분간 배양한 후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Sy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45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5. Nitric oxide 소거능 측정

CJP의 nitric oxide(NO) 소거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

는 Griess reagent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24-well plate에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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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CJP on rat C6 glioma cell viability.
To estimate cell viability on C6 glioma cells of CJP, the viability
was assessed by using Ez-cytox assay kit. C6 glioma cells were
incubated with 0, 1, 2, 3, 4 and 5 mg/ml of CJP for 18 h. Each 
value of results represents the mean±SD of independent 
experiments(n=3,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를 5×105 cells/well의 농도로 분주하여 세포가 80% 이상 성장하

였을 때 무혈청 배지로 교환한 다음,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CJP를 농도별로 30분 전처리한 다음, LPS를 1 μg/ml의 농도

로 처리하였다. 이후 상층액을 수거하여 96-well plate에 농도별로 

100 μl씩 처리하고 1% sulfanilamide(in 5% phosphoric acid)를 

50 μl씩 처리하고 실온에서 10분간 배양하였다. 그 후, 0.1% 

N-1-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NED)를 50 μl

씩 처리한 다음,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을 유도하였으며, micro-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Wound healing assay 

C6 신경교종 세포를 6-well plate에 1×105 cells/well의 농도

로 분주한 다음,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가 단일층으로 균일

하게 배양된 것을 확인한 후 무혈청배지로 교환하여, 다시 24시간

을 추가 배양하고 PBS로 세척하였다. 그 후, FBS가 첨가된 배지로 

교환한 다음, 농도별 CJP를 처리하였다. 멸균 피펫팁으로 단일 세

포층 위에 scratch를 가한 다음, 24시간 동안 세포가 이주되는 현

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7. Boyden chamber assay

CJP가 C6 신경교종 세포의 이주에 미치는 효능을 Boyden 

chamber assay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Boyden chamber는 상층과 

하층으로 구분되는 48-well chemotaxis chamber(Neuro-Probe, 

Gaithersburg, Maryland, USA)로 이들 2개의 chamber는 type I 

collagen으로 코팅된 8 μm pore 크기의 polycarbonate filter 

membrane(Neuro-Probe)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져 있다. C6 세포는 

무혈청 배지를 이용해 5×105 cells/ml의 농도로 조절하여 상단 

chamber의 각 well에 50 μl씩 분주하였고, 하단 chamber에는 FBS

와 농도별 CJP를 가한 뒤, 37oC, 5% CO2 incubator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함으로써 세포의 이주를 유도하였다. 그 후, filter membrane을 

분리하여 상단에 남아있는 세포는 면봉으로 제거하였고, membrane

을 통과하여 이주된 하단의 세포를 메탄올로 고정하여 Diff Quick 

stain(Sigma, St. Luis, MO, USA)으로 염색한 후, 현미경을 이용해 

이주된 세포의 정도를 관찰하였다.

8. Western blot analysis

CJP가 iNOS와 PKC-α의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하여 Western blotting을 시행하였다. 세포를 ice-cold PBS

로 2회 세척한 후 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pellet을 

회수하였다. PRO-PRET™ Protein Extraction Solution(iNtRON 

Biotechnology)를 첨가하여 세포를 반응시킨 후 1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회수하였다. BCA protein assay kit

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양을 정량한 다음 30 μg의 단백질을 100oC

에서 5분간 변성을 유도한 뒤, 변성이 완료된 단백질은 7.5%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하였다. 이후 Polyvinylidene 

fluoride(PVDF) membrane에 transfer하여 비특이적 단백질이 반

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 skim milk가 포함된 TBST(20 

mM Tris, 500 mM NaCl, 0.05% Tween 20)로 1시간 동안 

blocking하고 1차 antibody(iNOS, PKC-α)를 3% skim milk가 

포함된 TBST에 희석하여 4oC에서 overnight하였다. 실온에서 15

분씩 총 4회 TBST로 washing한 다음 2차 antibody를 2% skim 

milk가 포함된 TBST에 희석하여 2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실온에서 10분씩 총 3회 TBST로 washing하고 ECL용액에 반응시

켜 단백질의 발현정도를 분석하였다.

9. 통계적 처리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mean±SD)로 표기하였으며, stu-

dent’s t -test 방법을 통해 유의성 여부를 분석하였고, p＜0.05일 

경우에 한하여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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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ion of LPS-induced NO production on C6 glioma cell
by CJP.
C6 glioma cells were treated with the demonstrated concentra-
tions of LPS(A). C6 glioma cells were incubated with LPS(1 μg/ml)
for the demonstrated times(B). Each cells were treated with CJP 
prior to addition of LPS, followed by additional incubation for 24
h with LPS(1 μg/ml). Nitrite accumulations in the media were
accounted by using the Griess reagent(C).

Fig. 3. Inhibition effect of CJP on 
serum-induced migration in C6 glio-
ma cell by wound-healing assay.
C6 glioma cells were scratched 
using 200 μl sterile pipette tip and 
migration of C6 cells was induced 
by FBS containing media. After 24 
h, migration levels of C6 glioma cell 
were observed using the optical 
microscope and photographs were 
obtained. The ratio of migration 
compared with control was evalu-
ated measuring the distance. Each 
values represented means±SD and 
performed at least three indepen-
dent experiments. *p＜0.05 com-
pared with FBS-treated alone.

결    과

1. 세포 생존율에 대한 CJP의 영향

CJP가 흰쥐 신경교종 세포인 C6 glioma 세포에 대한 세포사멸 

혹은 세포괴사의 기전이 아닌, 이주억제를 통한 항암 활성을 지니

는지 규명하고자, 먼저 농도별 CJP를 처리한 다음, 신경교종세포의 

생존율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대조군의 

생존율을 100%로 계산하였을 때, CJP를 1 mg/ml, 2 mg/ml의 농

도로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대조군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나, 3 mg/ml, 4 mg/ml, 5 mg/ml의 고농도 처리군에서

는 세포생존율이 각각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CJP를 3 

mg/ml 이상의 농도로 처리할 경우, 본 실험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신경교종 세포에 대한 항염증 효능 및 이주 억제능 검토에 적합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2. NO 생성 억제 효능

본 실험에서는 C6 신경교종 세포에서 LPS를 처리로 유도된 NO

의 생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자, 먼저 LPS를 농도별 및 시간대

별로 처리하여 실험에 적절한 LPS의 농도와 처리 시간을 결정하였

다. 그 결과, C6 세포에 LPS를 1 μg/ml의 농도로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정상군에 비해 NO의 생성이 현저하게 유도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2A, 2B). 따라서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LPS를 

처리한 다음, C6 신경교종 세포의 NO 생성에 대한 CJP의 효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정상군에 비해 LPS

를 단독으로 처리한 실험군에서 NO의 생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

고, CJP를 2.5 m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NO의 생성이 유의

성 있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C).

3. Wound-healing assay에서 CJP의 세포이주 억제 활

성

CJP가 C6 신경교종 세포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

하여 본 실험에서는 wound-healing assay를 통해 관찰하였다. 단

층으로 균일하게 자란 신경교종 세포에 멸균 피펫 팁으로 scratch

를 가하여 점선안의 세포를 모두 제거하였다. 그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가 제거된 점선안의 영역으로 세포가 이주되는 정도

를 실험군별로 비교 관찰하였다. 그 결과, 세포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혈청을 단독 처리한 대조군에서 이주된 세포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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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CJP on iNOS, PKC-α expression in LPS-stimulated
C6 glioma cell.
After C6 cells in absence or presence CJP(2, 2.5 mg/ml) were 
stimulated with LPS(1 μg/ml), cell lysates were obtained. Proteins 
were analyzed by using western blot and expression levels of 
protein were measured, respectively. GAPDH antibody used as a 
house-keeping gene. *p＜0.05 compaed with LPS-treated alone.

Fig. 4. Evaluation of inhibitory effect
on C6 glioma cell migration of CJP 
using the Boyden chamber assay.
Migration was induced with serum 
containing media in C6 glioma cells 
additional 24 h. After incubation, C6
cells in different concentration of 
CJP(1, 1.5, 2, 2.5 mg/ml) that passed
through the membrane were counted
after staining and photographs were
taken. The marked graph shows the
percentage of migrated cells relative
to control which is incubated with 
non-serum media. *p＜0.05 com-
paed with FBS-treated alone.

100%로 계산하였을 때, CJP를 1, 1.5, 2, 2.5 mg/ml을 처리한 결과, 

C6 신경교종 세포의 이주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Fig. 3).

4. Boyden chamber assay에서 CJP의 세포이주 억제 

활성

Wound-healing assay를 통하여 혈청으로 유도된 C6 신경교종 

세포의 이주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실험에서

는 이러한 효능을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기 위하여 Boyden ch-

amber assay를 통해 이주 억제능을 재확인하였다. 먼저 하단 

chamber에 혈청을 처리함으로서 상단 chamber에 주입된 신경교

종 세포가 filter membrane을 통과하여 이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주된 세포를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혈청을 

처리하지 않은 정상군의 세포 이주율을 100%로 계산하였을 때, 혈

청을 단독 처리한 실험군에서 세포의 이주가 약 360% 수준으로 

3.6배 증가하였다. 반면, CJP를 2, 2.5 mg/ml의 농도로 처리한 실

험군에서는 혈청으로 유도된 신경교종 세포의 이주가 혈청을 처리

하지 않은 정상군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Fig. 4).

5. iNOS 및 PKC-α의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이전의 실험결과를 살펴 볼 때, CJP는 C6 신경교종 세포에서 

NO 생성과 세포의 이주를 현저하게 억제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

서는 먼저 NO 생성 감소효과가 iNOS의 발현억제를 통한 작용인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C6 신경교종 세포에 LPS(1 μg/ml)를 처리

한 결과, 정상군에 비해 iNOS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CJP의 처리

로 인해 LPS로 유도된 iNOS의 발현이 억제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

으로 CJP가 LPS로 유도된 iNOS의 발현을 억제한 기전을 검토하기 

위하여 PKC-α 발현에 대한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LPS를 

단독 처리한 실험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PKC-α의 발현이 증가하

였으나, CJP의 처리로 인해 PKC-α의 발현이 현저하게 억제되었

다(Fig. 5).

고    찰

신경교종은 원발성(primary) 뇌종양의 가장 흔한 유형으로 성장

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지니는데, 복잡

한 세포 구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침습성을 보이므로 난치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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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불량한 예후를 지닌다1,2). 신경교세포(migrolial cell)는 뇌에

서 특정한 병리적 상황에 처해진 경우, 가지를 낸 모양(휴지기)으로

부터 아메바모양으로 형태적 변화가 초래되는데 활성화된 신경교

세포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항면역인자로 작용하여 뇌의 퇴행과 

발달을 조절하며20), 신경교종은 신경교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으

로21), 주변 세포로 강한 이주와 침윤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다3,4). 

신경교종의 치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술이 일차적인 치료로서 

고려되며 그와 더불어 방사능요법, 화학요법, 종양 신생혈관 억제 

및, 세포자멸사 등과 같은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환자들에게 단지 

수개월간의 생존기간을 유예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5,6). 따라서 

신경교종 치료법과 관련한 연구로 최근에는 타겟 유전자를 이용하

기도 하며22,23), 기존의 항암 치료요법과 비교하였을 때 더욱 효과적

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만성적인 

염증상태가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된 이후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점차적으로 보고24-26)되고 있으며, 실제

로 만성적인 감염이나 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암 발생의 25%를 차

지27,28)한다는 사실은 향후 항암치료의 전(前) 단계에 있어서 염증

반응에 대한 적극적인 제어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바를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어 

온 대계를 재료로 약침액을 조제하여 대식세포 및 신경교종 세포에

서 항염증 효능을 검토하였고 염증 매개물질의 조절을 통하여 본 

약물이 신경교종 세포의 이주에 대한 억제 효능을 나타내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CJP의 항염증 효능을 검토하고자 흰쥐 C6 신경

교종 세포에서 LPS로 유도된 NO의 과잉 생성에 대한 영향을 관찰

한 결과, 본 약물은 유의성 있는 억제효능을 나타내었다(Fig. 2). 

이 결과는 CJP가 신경교종 세포의 염증 반응을 제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경교종 세포의 이주에 미치는 CJP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wound-healing assay와 Boy-

den chamber assay를 통해 각각 신경교종 세포의 이주에 대한 

저해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혈청을 첨가하였을 때 C6 신경교종 

세포는 현저한 이주 현상을 보였으며, CJP의 처리로 인해 주변으로

의 이주를 강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3, 4).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CJP는 신경교종 세포에서 NO의 생성을 억제하며, 세포

의 이주를 저해하였으므로 이러한 항염증 효능 및 항이주 효과의 

기전을 검토하기 위하여 염증 매개인자인 iNOS 단백질 발현에 대

한 영향을 관찰하였다.

Nitric oxide synthase(NOS)는 L-arginine으로부터 NO를 형성

하는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로서, 구조와 활성 특징에 따라서 NOS

는 nNOS(또는 1형), iNOS(또는 2형), eNOS(또는 3형)의 3가지 

isoform으로 나뉘어지며29), 그 중 nNOS와 eNOS는 Ca2+ 의존적으

로, iNOS는 Ca2+에 비의존적인 방식으로 기능을 수행30)한다. iNOS

는 LPS나 TNF-α, IL-1β, IFN-γ 등의 cytokine 같은 염증 전

(pro-inflammatory) 매개체들에 의해서 활성화되며31,32), 특히 iNOS 

자극에 의한 NO의 생성은 염증반응에서 주요한 신호를 전달하는 역

할을 수행함과 더불어33), 정상세포를 변형시키고 종양세포의 신생혈

관형성 유도를 통하여 뇌종양,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흑색종 등의 

악성 종양으로의 이행34,35)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CJP는 LPS로 유도된 신경교종 세포의 iNOS 발현을 억제하였다

(Fig. 5). 이 결과로부터 CJP는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뿐만 아니라, 

신경교종 세포에서도 iNOS의 발현 억제를 통한 NO 생성 억제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protein kinase C(PKC) family는 

conventional PKCs(α, β and γ), novel PKCs(δ, ε, η, and 

θ), atypical PKCs(μ, ξ and ι)로 나뉘는데36), 그 중에서도 PKC-

α는 생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화되며 염증반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37). 특히 C6 신경교종 세포에서 LPS에 의

해 유도된 iNOS 발현증가 및 NO 생성증가는 PKC-α의 발현을 통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다38,39). 더불어 C6 신경교종 세포에 혈청을 처

리함으로써 증가된 세포이주 또한 PKC-α의 발현을 통하여 발생

한다고 보고되었다40,41). 따라서 PKC-α는 신경교종 세포의 염증 

반응과 이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본 실험에서 CJP의 

iNOS/NO 억제효과 및 이주억제 효과에 대한 기전을 규명하고자 

C6 신경교종 세포에 LPS를 처리한 다음, PKC-α 단백질 발현 양

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CJP는 LPS로 유도된 PKC-α의 발현을 

강하게 억제하였다(Fig. 5).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CJP

는 C6 신경교종 세포에서 iNOS/NO를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효능

을 보였으며, 혈청으로 유도된 신경교종 세포의 이주를 강하게 저

해하였다. 이러한 효능은 본 약물이 PKC-α의 발현을 억제함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계 약침액이 

신경교종 환자의 염증반응 제어와 암세포 이주 억제를 통한 항암 

활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본 약물이 향후 신경교종에 대해 효

과적인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이상의 결과에서 대계 약침액은 염증성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iNOS 및 PKC-α의 발현을 저해함으로써 신경교종 세포의 염증성 

반응을 제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신경교종의 악성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암세포의 이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였다. 따

라서 본 약물은 신경교종 환자의 염증 및 종양 악화를 제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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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가능성이 제시되므로, PKC-α 하위 시그널에 대한 본 약물의 

효과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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