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49, No. 4, pp. 453~458 (2017)

https://doi.org/10.9721/KJFST.2017.49.4.453

453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가시여지잎(Annona muricata L.) 에탄올 추출물과

조다당 분획분의 면역활성 비교

김이은·이정희1·성낙윤·안동현2·변의홍*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 1토담(주), 2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식품연구소

A comparative study of the immuno-modulatory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s 
and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s from Annona muricata L.

Yi-Eun Kim, Joeng-Hee Lee1, Nak-Yun Sung, Dong-Hyun Ahn2, and Eui-Hong Byun*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Kongju National University
1Teodam

2Department of Food Science&Technology/Institute of Food Scienc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immuno-modulatory effects of ethanol extracts (A. muricata L. ethanol extracts, ALE)
and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A. muricata L.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ALP) from Annona muricata L. in
macrophages. Immuno-modulatory activity was determined by assessing cell viability, nitric oxide (NO) production,
inducible NO synthase (iNOS) expression and cytokine production in RAW 264.7 a macrophage cell line. Both ALE and
ALP treatment did not affect cytotoxicity, and ALP treatment significantly increased NO production. Additionally, cytokine
production [tumor necrosis factor (TNF-α; 2909.04±4.1 pg/mL), interleukin (IL)-6; 662.84±5.3 pg/mL, and IL-1β;
852.37±2.2 pg/mL), was highly increased in the ALP (250 µg/mL) treated group compared to the ALE (250 μg/mL)
treated group (TNF-α; 1564.50±6.1 pg/mL, IL-6; 517.24±4.1 pg/mL and IL-1β; 237.23±1.8 pg/mL). Moreover, ALP
treatment considerably increased the expression of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s) and nuclear factor-κB (NF-
κB) in the macrophages. Therefore, ALP can induce macrophage activation through MAPK and NF-κB signaling and this
can be a potential candidate for development of nutra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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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시여지(Annona muricata)는 목련목 포포나무과(Magnoliales:

Annonaceae)에 속하고, 멕시코, 쿠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제도에

주로 자생하며 껍질, 씨앗, 잎 및 등을 전통약재로 음용해 왔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방광염, 당뇨병, 두통, 고혈압, 불면증,

간 질환, 염증, 경련, 및 피부질환에 개선에 이용해온 것으로 보

고되어진다(1). 가시여지는 생리활성물질인 플라보노이드, 테르페

노이드, 탄닌, 스테아르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가시여지 추

출물은 쥐의 췌장에서 분리한 B cells의 보호에 의한 항당뇨 효

과(2), 간내 산화적 손상을 억제 및 방지 할 수 있는 항산화 활

성 효과(3), 간암세포의 G1 세포 주기 정지 및 미토콘드리아 매

개 경로를 통한 세포사멸 유도에 의한 항암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어 있다(4). 그러나 기연구된 결과들은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추

출한 분획물에 관한 연구들이며, 가시여지 조다당 추출물의 연구

는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최근 식물에서 분리된 다당류가 넓은 범위의 생물·의학적 분

야에서 낮은 독성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식물의 다당류는

보체 및 큰포식세포 등의 활성을 통해 면역증진, 항암 효과를 높

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지며, 또한 선천면역계의 조절을

통해 인체내로 침투한 병원균을 강력하게 제거하는데 활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또한 약용식물에서 분리한 다당

류들은 마우스에서 적출한 비장세포 증식 및 B임파구의 활성 효

과 증가(6), 큰포식세포의 면역활성 매개 물질인 산화질소(nitric

oxide; NO) 및 사이토카인(cytokine)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세포

의 활성을 유도한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

면역반응은 자기방어체계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병원성 항원으

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 되는데 이러한

면역계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상호 작용으로 그 체계가 유지된

다. 이들 중 큰포식세포는 자기(self) 및 비자기(non-self)를 인식

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된 병원성 항원을 포식하거나, 감염된 세포

및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고, 항상성을 유지하여, 면역계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이다(8). 큰포식세포는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에 의해 유도된 면역조절인자인 산화질소와 종양

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TNF-α), 인터루킨(interleukin-6;

IL-6), IL-1β 및 pro-inflammatory 사이토카인 등을 분비하여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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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면역반응은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와 nuclear factor κB (NF-κB) 등과 같은 신호

전달계의 활성을 통하여 조절된다(9).

본 연구는 가시여지 잎에서 분리한 에탄올 추출물(ethanol

extracts; ALE)과 조다당 분획물(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ALP)의 면역 활성에 관하여 비교하기 위해 선천 면역계의 중심

의 기능을 하는 마우스 기원의 큰포식세포주인 RAW 264.7에

ALE, ALP를 처리하여 면역조절 물질인 사이토카인, iNOS 단백

질 발현 및 산화질소의 분비능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신호전달

체계를 알아보기 위해 MAPKs의 인산화와 NF-kB의 발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관찰해 보았다.

재료 및 방법

가시여지 잎 에탄올 추출물(ALE), 및 조다당 분획물(ALP)의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시여지 잎은 (주)토담에서 제공받아 사

용하였다. 건조된 가시여지 잎을 실험실용 분쇄기(NSG-1002SS,

Hanil, Seoul, Korea)로 분쇄하여, 가시여지 잎 분말 50 g에 400

mL의 Distilled Water (DW)를 가하여 100oC에서 2시간 동안 열

수추출 하였다. 추출물을 거름종이(No. 4, Whatman, Kent, UK)로

여과 후, 여과액에 70% 에탄올을 가하여 4oC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한 후, 원심분리(3,200 rpm, 20분)하여 침지된 조다당(ALP)을

분리하고, 이를 냉동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가시여지 잎 에

탄올 추출물 을 얻기 위하여 가시여지 잎 분말 50 g에 에탄올 1 L

를 넣고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얻은 추출물을 원심분

리 한 후 상층액을 취하고, 감압농축기로 농축한 뒤 동결 건조

하여 가시여지 잎 에탄올 추출물(ALE)로 사용하였다.

내독소 함량 평가

에탄올 추출물 및 조다당 분획물의 내독소 함량은 Limulus

Amebocyte Lysate assay kit (GenScript, Piscataway, NJ, USA)을

구입하여 측정하였으며, 추출물 및 분획물의 내독소 함량은 15

pg/mL (0.1 EU/mL) 이하로 측정되었다.

세포배양

마우스 기원의 큰포식세포주인 RAW 264.7 cell은 한국세포주

은행(KCLB, Korea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 배양을 위해 100 unit/mL 페니실린(penicillin) 및

100 unit/mL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과 10%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를 포함하는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RPMI) 1640 배지(Life Technology, Carlsbad, CA, USA)를 사용

하였으며, 세포는 37oC, 5% CO
2
 배양기(Thermo, Carlsbad, CA,

USA)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율 평가

RAW 264.7 cell을 96 well plate에 3×104 cell/well의 농도로

분주한 후 37oC, 5% CO
2
 incubator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세포를 완전히 부착시고 ALE 및 ALP를 PBS (Phosphate Buff-

ered Saline, WelGene, Daegu, Korea)에 용해하여 31.25, 62.5,

125, 및 250 μg/mL의 농도로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Well당 30

μL의 3-[4,5-dimethylthia 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thiazolyl blue (MTT; Sigma, St. Louis, MO, USA) 용액(5 mg/

mL)을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MTT시약의 첨가로 형

성된 포마잔(formazan)을 녹이기 위해서 다이메킬 설폭사이드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를 100 μL씩 첨가하고 1시간

후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대조구(medium only)의 흡광도 값

을 기준으로 세포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사이토카인 분비 유도능 평가

96 well plate에 RAW 264.7 cell을 3×104 cell/well로 분주한

후 37oC, 5% CO
2
 incubator에서 12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세포를

완전히 부착시키고, PBS에 용해된 ALE 및 ALP (31.25, 62.5,

125 및 250 μg/mL) 또는 양성대조구인 지질다당류(Lipopolysac-

charide; LPS; 200 ng/mL) 농도로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

고 배양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배양 상층액에서 종양괴사

인자, IL-1β 및 IL-6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사이토카인 함량은

ELISA kit (eBioscience Co., San Diege, CA, USA)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이때 사이토카인의 농도는 kit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 용액으로부터 산출된 표준곡선으로부터 계산되었다.

산화질소 유도능 평가

분리된 배양 상층액 100μL에 동량의 Griess (Sigma) 시약을 처

리하여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산화질소의 농도는 sodium nitrite

(NaNO
2
, Sigma)를 사용하여 얻은 표준 직선과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웨스턴 블롯 분석(Western blot analysis)

RAW 264.7 cell를 6 well plate에 2×106 cell/well의 농도로 분

주하여 12시간 동안 완전히 부착시키고 ALE 및 ALP를 125 및

25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배양이 끝난 세포를 수집하여

PBS로 3회 세척한 후 NP40 Cell lysis buffer (Biosource, Seoul,

Korea)를 첨가한 후 1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해서 cell

lysate를 분리하였다. 핵내의 단백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상기 수

집된 세포에 저장성 완충액[10 mM HEPES, pH 7.9, 1.5 mM 염

화마그네슘(magnesium chloride; MgCl
2
), 10 mM 염화포타슘(potas-

sium chloride; KCl), 0.5 mM dithiothreitol (DTT), 1 μM leupep-

tin와 0.2 mM phenyl methyl sulfonyl fluoride (PMSF)]을 20분간

처리한 후 12,000 g에서 1분간 원심분리하여 세포질과 핵을 분리

하였으며, 분리된 핵을, 고장성 완충액(20 mM HEPES, pH 7.9,

25% glycerol, 420 mM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

0.5 mM DTT, 1 μM leupeptin, 0.2 mM PMSF)을 처리하여

10,000 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핵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분리

된 cell lysate는 BCA protein detection kit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를 사용하여 단백질 정량을 실시하였고, well

당 20 μg의 cell lysate를 10%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polyacryla-

mide gel)에 각각 loading하여 SDS-PAGE로 변성분리 하였다. 이

를 polyvin ylidene difluoride (PVDF) membrane (Millipore Merck

KGaA, Darmstadt, Germany)으로 transfer 하였고, membrane은

anti-body의 비특이적 결합을 방지하기 위해 blocking solution

(skim milk 5%) 20 mL에서 1시간 방치하였다. 이후 Tris buffered

saline with Tween-20 (TBST, 20 nM Tris-HCl, 150 mM NaCl,

0.05% Tween-20, pH 7.5)로 10분씩 3회 세척하였으며, p-p38, p-

ERK, p-JNK 및 NF-κB의 발현량을 측정하기 위해 1차 항체(Cell

signaling, Danvers, MN, USA)를 1:2,000으로 희석하여 4시간 동

안 반응시키고, TBST로 5분간 3회 세척하였다. 이후 2차항체(goat-

anti rabbit lgG, Calbio-chem, La Jolla, CA, USA)를 1:5,000으로

희석하여 2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현상을 위하여 electro-chemilu-

mine-scence (ECL, Millipore Merck KGaA) reagent를 사용하여

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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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10.0, IBM, Chicago, IL, USA) software를 이용

하여 One Way ANOVA test로 분석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Student’s two tailed t-test로 *p<0.05, **p<0.01, 및 ***p<0.001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ALE 및 ALP의 세포 생존율 평가

ALE 및 ALP가 큰포식세포의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RAW 264.7 cell에 ALE 및 ALP를 처리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MTT 방법을 통하여 평가하였다(Fig. 1). ALE 및 ALP

를 31.25, 62.5, 125 및 25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모든

농도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ALE 및 ALP의

처리는 큰포식세포에 세포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추후

ALE 및 ALP의 처리가 사이토카인 및 산화질소의 생성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ALE 및 ALP의 농도를

250 μg/mL 이하로 고정하여 실험하였다.

ALE 및 ALP의 iNOS 관련 산화질소 생성에 미치는 영향

비특이적 항원의 침입에 의해 활성화된 큰포식세포는 항원을

포식하고, 항원에 대한 정보를 후천면역반응에서 주된 역할을 하

는 T세포에 제시해 세포매개성 반응의 활성을 유도한다. 활성화

된 큰포식세포가 분비하는 산화질소는 L-arginin으로부터 iNOS에

의해 생성되며, 생체 내 감염을 일으키는 항원을 효과적으로 제

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10). 따라서 산화질소분비능의 증

가는 큰포식세포의 활성화에 관한 바이오-마커(bio-marker)로 주

로 사용된다(11-13).

ALE 및 ALP의 처리가 큰포식세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평가하기 위해서 마우스 큰포식세포인 RAW 264.7 cell에

ALE 및 ALP를 처리한 후 세포 상층액에서 산화질소 생성에 대

해서 알아보았다(Fig. 2A). 양성 대조군인 지질다당류를 처리하여

산화질소 분비능을 관찰한 결과, 지질다당류의 처리에 따라 산화

질소 분비능이 12.43±0.4 μM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또한 세포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인 31.25, 62.5,

125 및 250 μg/mL로 ALE 및 ALP로 처리하여 산화질소의 분비

능을 관찰한 결과, ALE 처리하였을 경우 6.17±0.2, 7.14±0.2,

8.01±0.1, 9.23±0.1 μM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LP 처리하였을 때도 6.04±0.1, 7.89±0.1, 9.9±0.1,

11.76±0.5 μM로 농도 의존적으로 산화질소의 분비능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1. Cell viability of macrophage cell line (RAW 264.7) treated

with Annona muricata L. ethanol extracts (ALE) and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ALP). ALE and ALP were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31.2, 62.5, 125, and 250 μg/mL and LPS (200 ng/
mL) used as a positive control. After 24 h, cell proliferation was
evaluated by MTT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udent's two tails t-
test with a significant level of *p<0.05, **p<0.01, and ***p<0.001,
compared to control (CON) group.

Fig. 2. Nitric oxide (NO) production and inducible NO synthase (iNOS) expression in macrophage cell line (RAW 264.7) treated with

Annona muricata L. ethanol extracts (ALE) and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ALP). ALE and ALP were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31.2, 62.5, 125, and 250 μg/mL in RAW 264.7 cells. Lipopolysaccharide (LPS) was also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200 ng/mL as a specific
mitogen to macrophage cells. After 24 h, NO production in culture supernatant was analyzed by Griess reagent assay (A). iNOS expression in
cell lysate was investigated by western blotting (B).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udent’s two tails t-test with a significant level of *p<0.05, **p<0.01, and ***p<0.001, compared to control (C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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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질소 생성 증가에 관한 원인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산화질소 생성 관여하는 iNOS 단백질의 세포내 발현에 관하여

관찰하였다(Fig. 2B). ALE 및 ALP를 125 및 250 μg/mL의 농도

로 처리하여 큰포식세포내 iNOS 발현을 관찰한 결과, 산화질소

결과와 유사하게 ALE 및 ALP 모든 처리구 세포내 iNOS의 발

현이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ALE 및 ALP 처리구의

iNOS 발현량에 관하여 비교해본 결과, ALP 처리구에서 iNOS 발

현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LP 처리

에 따른 산화질소 분비능의 증가는 세포내 iNOS 발현이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가시여지 잎

의 다당류 추출물(ALP)은 큰포식세포의 산화질소 분비능을 증가

시켜 큰포식세포의 면역활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토카인 분비능

활성화된 큰포식세포는 산화질소 뿐만 아니라 면역반응 시, 면

역세포 간 상호작용을 매개하여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 pro-inflammatroy 사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 IL-6 및 IL-

1β 등을 분비한다(7). 이 중 종양괴사인자는 큰포식세포가 분비

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으로써, 종양괴사인자로 작용하고, 외

부로부터 유입된 병원체 및 미생물과 같은 항원에 오염된 세포

의 살해능력을 증가시켜 숙주 방어 작용을 유도하고, 감염부위를

국소화시켜 초기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4).

IL-6는 B 세포와 T 세포의 기능을 조절해 체액성 면역반응을

돕고 조혈 작용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며, IL-1β는 종양괴사인

자와 유사하게 외부로 유입된 병원성 항원의 확산을 감소시킴으

로써 초기 감염반응의 확대를 감소시키며, B 세포와 T 세포의

분화를 촉진시켜 후천성 면역반응의 개시반응을 빠르게 진행시

키는 역할을 수행한다(15,16). 따라서 큰포식세포에서 면역반응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이토카인 분비능의 증가는 초기면역

반응에 따른 과도한 염증 발생을 억제하고, B 세포, T 세포의 분

화를 촉진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여 외부 병원성 항원의 침

입에 따른 염증을 억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

구에서 면역활성의 바이오-마커로써 면역체계의 유지 및 보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능에 관하여 관찰하였다.

ALE 및 ALP를 농도별(31.25, 62.5, 125 및 250 μg/mL)로

RAW 264.7 세포에 처리하여 세포 배양 상층액에서 사이토카인

(종양괴사인자, IL-6, IL-1β)의 함량을 ELISA법으로 측정 하였다

(Fig. 3). 양성대조구인 지질다당류 처리시, 모든 처리구에서 사이

토카인(종양괴사인자; 2772.02±3.8 pg/mL, IL-6; 729.43±1.3 pg/mL,

IL-1β; 968.2±2.87 pg/mL)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ALE 처리구에서 종양괴사인자의 분비량은 512.20±2.9,

1067.13±8.8, 1252.54±2.4 및 1564.50±6.1 pg/mL로 나타났고, IL-6

의 분비량은 302.14±4.1, 356.21±5.5, 447.13±2.4 및 517.24±

4.1 pg/mL로 나타났으며, IL-1β의 분비량은 97.54±5.2, 134.21±1.2,

167.40±2.1 및 237.23±1.8 pg/mL로 ALE 처리농도 의존적으로 사

이토카인의 분비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ALP 처

리구에서도 종양괴사인자의 분비량이 1597.03±6.2, 1989.50±8.7,

2559.54±3.7 및 2909.04±4.1 pg/mL로 나타났으며, IL-6의 분비량

은 212.02±8.1, 427.32±2.4, 549.51±1.2 및 662.84±5.3 pg/mL, IL-

1β의 분비량은 122.38±4.8, 261.67±2.6, 653.28±2.5 및 852.37

±2.2 pg/mL로 ALP 처리농도 의존적으로 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이

증가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ALE 및 ALP 처리군을 비교

하여 볼 때, ALP 처리구에서 모든 사이토카인(종양괴사인자, IL-

6, IL-1β)의 함량이 높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로 미루어 보아, 가시여지 잎의 다당류 추출물(ALP)의 처리는 큰

포식세포의 산화질소 분비능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

Fig. 3. Cytokine (TNF-α, IL-6, and IL-1β) production activity caused by Annona muricata L. ethanol extracts (ALE) and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ALP) in macrophage cell line (RAW 264.7). ALE and ALP were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31.2, 62.5, 125, and
250 μg/mL. Lipopolysaccharide (LPS) was also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200 ng/mL as a specific mitogen to macrophage cells. After 24 h,
cytokine productions in culture supernatant were measured by using ELISA kit.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udent’s two tails t-test with a significant level of *p<0.05, **p<0.01, and ***p<0.001, compared to control (C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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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인의 분비능을 조절하여 큰포식세포의 면역활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LE 및 ALP의 MAPKs 및 NF-κB의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

외부 자극에 의해 면역반응이 유도되면 면역세포 내부의 신호

전달 체계가 활성화 되면서, 산화질소 및 사이토카인등과 같은

면역매개물질들의 분비가 촉진된다. MAPKs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및 NF-κB는 면역세포에서 면역활성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신호전달 체계이다(17).

MAPKs에 속하는 대표적인 단백질에는 extracellular regulated

protein kinase (ERK), c-Jun NH
2
-protein kinase (JNK) 및 serine/

threnine protein kinase (p38) 등의 3종이 있으며, 활성화 된

MAPKs는 NF-κB로 면역활성의 신호를 전달하여, 면역세포활성

관련인자들의 단백질 발현 및 세포 소기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18,19).

일반적으로 NF-κB는 inhibitor of NF-κB (IB) 단백질과 결합하

여 불활성화 상태로 세포질에 존재 하는데, 면역 활성 인자들로

부터 IB가 인산화 되면 활성화되어, 핵 내로 이동한다(20). NF-

κB가 핵 내로 이동하여 활성화 되면 activator protein-1 (AP-1) 등

과 같은 핵 내의 다른 면역 활성인자를 인산화 시키고, 면역 매

개 물질들의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면역반응의

신호전달 체계에서 MAPKs 및 NF-κB의 활성은 면역반응의 개

시, 유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ALE 및 ALP의 처리가 매개하는 면역반

응의 메커니즘에 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ALE 및 ALP 처리된

세포내 MAPKs (p38, ERK1/2, 및 JNK)와 NF-κB의 활성화에 관

하여 관찰하였다(Fig. 4). 양성처리구인 지질다당류 처리구(200 ng/

mL)에서 p38, ERK1/2, JNK의 인산화가 증가되었으며, 핵내 NF-

κB의 발현 또한 증가하였다. ALE 및 ALP를 125 및 250 μg/mL

농도로 처리한 후, 면역 세포내 MAPKs의 인산화와 핵내 NF-κB

의 발현에 관하여 관찰한 결과, ALP 처리구에서 p38, ERK1/2,

및 JNK의 인산화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

한 핵내 NF-κB의 발현이 MAPKs의 결과와 유사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비교 연구에서 다당류 추출물인

ALP 처리구가 ALE 처리구보다 높은 면역활성을 유도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ALP의 처리는 MPAKs의 인산화 및 NF-κB의 핵

내 이동성을 증가시켜 높은 면역활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가시여지 잎 에탄올 추출물(ALE) 및 조다당 추출물

(ALP)의 면역 활성에 관하여 비교하기 위하여, 선천 및 적응면

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큰포식세포에 ALE 및 ALP를

처리하여 세포 증식률, 산화질소 분비능, 사이토카인(종양괴사인

자, IL-6, IL-1β) 분비능 및 기전 분석을 통한 신호전달에 관하여

관찰하였다. ALE 및 ALP를 큰포식세포에 처리하여 면역활성에

관하여 비교하였을 때, 큰포식세포 면역활성의 바이오-마커인 산

화질소, 사이토카인의 분비능 및 iNOS의 세포내 발현이 ALP 처

리구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기전분석

결과, ALP의 처리는 MPAKs의 인산화 및 NF-κB의 핵내 이동성

Fig. 4. Effect of Annona muricata L. ethanol extracts (ALE) and crude polysaccharide fraction (ALP) on MAPKs phosphorylation and

NF-κB expression in RAW 264.7 macrophage cells. ALE and ALP were treated at the concentration of 125 and 250 μg/mL for 30 min. LPS
(200 ng/mL) used as a positive control. MAPKs phosphorylation and NF-κB expression evaluated by western bolt analysis using specific
antibodies to JNK, phospho-JNK, p38, phospho-p38, ERK1/2, phospho-ERK1/2 (A) and phospho-NF-κB (B). Result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udent’s two tails t-test with a significant level of *p<0.05, **p<0.01, and
***p<0.001, compared to control (C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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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켜 면역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ALP의 높은 면역활성은 MPAKs의 인산화 및 NF-κB의 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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