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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inflammatory Effect and Mechanism of 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 Water Extract

Tae-Seok Ahn1, Deok-Sang Hwang1,2, Jin-Moo Lee1,2,
Jun-Bock Jang1,2, Chang-Hoon Lee1,2

1Dept. of Clinical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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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anti-inflammatory effect and
mechanism of 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 water extract (CRE).

Methods: Cell cytotoxicity was tested with RAW 264.7 cells. To investigate
anti-inflammatory effect of CRE in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RAW 264.7
cell, we measured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 E2 (PGE2),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terleukin-6 (IL-6) and interleukin-10 (IL-10). In addition,
mitr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and nuclear factor kappa B (NF-κB)
were examined by western blotting in LPS-induced RAW 264.7 cell with treated
CRE.

Results: In cytotoxicity analysis, CRE does not affect cell cytotoxicity.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expression of NO, PGE2, TNF-α, IL-6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nd IL-10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LPS-induced RAW
264.7 cell with treated CRE. As a result of Western blotting, there was concentration
-dependent inhibition of pp38, pERK in MAPK pathway and significant reduction
of pp65 in the NF-κB pathway.

Conclusions: CRE might have anti-inflammatory effect in LPS-induced macrophages
by promoting the production of I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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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염증이란 감염이나 자극 또는 손상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손상된 조

직을 복원하고 재형성할 뿐만 아니라 배

란과 호르몬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자

궁 내막의 수용성을 변화시킨다1). 특히

한방여성의학에서는 痛經, 帶下, 癥瘕,

不孕 질환에서 血瘀와 濕熱의 병인이 염

증성 질환과 관련 있는데, 염증이 만성

적으로 지속되면 正氣를 손상시켜 肝腎

不足, 脾腎虧虛, 肝鬱氣滯 등을 겸하게

되므로 환자의 虛實寒熱을 감별하여 적

절하게 치료해야 한다2).

염증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통증과 발열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흔히 소염제

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비스테로이

드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

용되는 약물이다. 하지만 소화기계, 심혈

관계, 신 요로계에 걸친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NSAIDs

품목 허가가 취소되기도 하였다3). 스테

로이드도 강력한 항염증 및 면역조절 효

과를 가지지만, 고용량 또는 장기간 사

용할 경우 약물 내성과 심혈관계, 내분

비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

고 있다4).

최근 기존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

으로 기대되는 천연물에 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염증 억제 효과를 가진 본초

및 방제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香附子, 金銀花, 龍膽, 升麻

등은 cyclooxygenase-2(COX-2) 활성 억

제 효과가 보고되었고, 九味羌活湯, 四君

子湯, 蔘朮健脾湯, 人蔘敗毒散, 黃連解毒

湯 등은 nitric oxide(NO), prostaglandin

E2(PGE2) 및 interleukin-6(IL-6)의 생

성 억제를 통한 항염증 효과가 보고되었

다5-11).

靑皮는 부인과에서 빈용되는 歸朮破癥

湯, 加味逍遙散, 加味四七湯, 梔子淸肝湯

등의 방제에 활용되어 脇肋乳房脹痛, 乳

腫, 乳核, 癥瘕積聚, 食積을 주로 치료한

다12,13). 靑皮의 항염증 효과와 관련된 실

험적 연구로 PC12 신경세포에서 항염증

효과14), DNA 손상 모델에서 항산화 작용15)

이 보고되었는데, 산화적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16). 또한, 대식세포에

서 염증 매개물질인 NO의 생산을 억제한다

는 보고가 있었는데17), mitr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 및 nuclear factor

kappa B(NF-κB) 신호전달 경로에서 염

증 억제 효과의 기전에 관한 연구는 아

직 없었다.

이에 저자는 靑皮의 항염증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RAW 264.7 cell에 靑皮 물

추출물을 첨가하고 lipopolysaccharide(LPS)

로 염증을 유도한 뒤, macrophage에서

분비되는 NO, PGE2,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 IL-6 및 interleukin-10

(IL-10)을 측정하고 MAPK 및 NF-κB

신호전달 경로를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

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실 험

1. 재 료

1) 약 재

靑皮(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

는 운향과(芸香科, Rutaceae)에 속한 상

록 소교목인 귤나무(Citus reticulata Bl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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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C. unshiu Markovich)의 유과(幼

果) 또는 미성숙 과실의 과피(果皮)이다12).

경희한약(Wonju, Kangwon, Korea)에서

靑皮를 구매하여 중량의 10배 되는 증류

수를 첨가한 뒤 4시간 동안 100℃에서 가

열하였다. 추출물은 원심분리(3000 rpm,

30분)하여 상등액을 회수한 뒤 pore size

가 0.2 μm인 membrane filter(Whatman,

Philadelphia, PA, USA)를 사용하여 靑

皮의 물 추출물(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 water extract, 이하 CRE)을

얻었다. Stock solution의 농도는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를 사용하여 건조

중량에 대하여 100 mg/ml의 농도로 준

비하여 4℃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적용하

였다.

2) 시 약

세포 배양을 위한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RPMI)-1640 mediu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fetal

bovine serum(FBS) 및 antibiotic-antimycotic

mixture는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Saint Louis, Missouri, USA)에서 구입

하였고, 염증 유도를 위한 LPS와 NO 분

석을 위한 Griess reagent는 Sigma-Aldrich

(Saint Louis, Missouri, USA)에서 구입

하였다. 세포독성 효과 분석을 위한 Cell

counting kit(Ez-Cytox)는 Daeil Lab.(Seoul,

Korea)에서, TNF-α, PGE2, IL-6 및 IL-10

분석을 위한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kit는 R&D Systems

(Minneapolis, Minnesota, USA)에서 구입

하였다. 신호전달 분석을 위한 anti-NFκB

및 anti-β-actin, and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secondary antibodies

등의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lifornia, USA)에서 구입

하였고, anti-pospho-JNK, anti-pospho-ERK

및 anti-pospho-p38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Boston, Massachusetts, USA)

에서 구입하였다.

3) 세포주 및 세포 배양

RAW 264.7 cell은 한국 세포주 은행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았다. RAW

264.7 cell은 10% FBS를 포함하는 DMEM

배지를 이용하여 온도 37℃, 습도 95%, 5%

CO2의 함량을 유지하는 배양기(Thermo

Fisher Scientific Incorporated, Waltham,

USA)에서 배양하였다. 배양하는 세포는

2-3일 간격으로 계대 배양하면서 유지하

였다.

2. 방 법

1) RAW 264.7 cell에 대한 세포독성 측정

RAW 264.7 cell을 4.0×104/well의 밀도로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plating한 후,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를 첨가하여 1일간 배

양하였다. 세포 독성 효과는 water soluble

tetrazolium(WST)를 이용하는 Ez-Cytox

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30분

후에 흡광도를 450 nm에서 측정하였고,

CRE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에 대한 백

분율(%)로 표시하였다.

2) Macrophage에 LPS 처리 후 염증

억제 활성 측정

RAW 264.7 cell을 24 well plate의 각

well에 2.0×105/well이 되도록 분주하고

CRE의 최종 농도가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이 되도록 조정

하여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500

ng/ml 농도의 LPS를 첨가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각 배양액에 생산된 염

증 매개체인 NO, PGE2, TNF-α, I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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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IL-10의 양을 측정하였다. NO의 함

량은 세포 배양 상등액 및 Griess 시약을

각각 0.1 ml씩 혼합하여 암실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 뒤,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sodium nitrite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얻은 표준 곡선에 대입하여 표

현하였다. PGE2, TNF-α, IL-6 및 IL-10

의 함량은 각 cytokine에 대한 ELISA kit

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측정

하였다.

3) Western blotting

RAW 264.7 cell을 2.5×106/well로 조정

하여 12시간 배양한 후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를 첨가하고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500 ng/ml

농도의 LPS로 첨가하여 30분간 추가 배

양한 뒤 잔존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척하였다. Protease inhibitor cocktail

(Roche diagnostics corporation, Indianapolis,

Indiana, USA), Dithiothreitol(Wako, Tokyo,

Japan), NaVO4(Sigma), β-glycerophosphate

(Sigma),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Sigma)로 조성한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RIPA) buffer를 이용하여 30분간

4℃에서 세포를 용해하였다. RIPA buffer

에 의해 용출된 단백질은 원심분리(13,000

rpm, 15분, 4℃)하여 상등액을 얻은 후

Pierce BCA Protein Assay kit(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ssachusetts,

USA)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군당 동량의 단백질(20 μg/well)을 10%

sodium dodecyl sulph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를 통하

여 단백질을 분리한 후에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Millipore, Billerica,

Massachusetts, USA)에 80분간 전사하

였다. 단백질이 전사된 membrane은 5%

skim milk in tris-buffered saline containing

0.1% Tween(TBST) 20을 이용하여 2시

간 동안 blocking하였다. 1차 항체가 반

응된 membrane은 TBST를 이용하여 세

척단계를 거친 뒤, HRP가 표지된 2차

항체(HRP-conjugated anti-mouse IgG)

를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TBST

세척단계를 거친 후 항체반응이 완료된

membrane을 Enhanced chemiluminescence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UK)

와 반응시켜 X-ray film(Agfa, Mortsel,

Belgium)에 현상하여 특정 단백질의 발

현을 비교하였다.

4) 통계 분석

실험 결과의 통계 분석 처리는 SPSS

(version 24.0)를 사용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는 student’s t-test로 분석

하여 p-value가 0.01 및 0.05 미만인 경우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

정하였다.

Ⅲ. 결 과

1. RAW 264.7 cell에 대한 세포독성

평가

RAW 264.7 cell에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를

첨가하고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 각각

102.98±11.03%, 109.42±3.73%, 113.19±4.48%

및 115.41±0.80%로 나타났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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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totoxicity of CRE on RAW
264.7 cell.
*CRE : 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
water extract

2. Macrophage에 LPS 처리 후 염증

억제 효과

1) NO

RAW 264.7 cell에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

를 첨가하고 LPS로 자극한 후 NO의 분

비를 측정한 결과, LPS만 처리한 경우

21.82±0.82 μM에 비하여 400 μg/ml 및

2000 μg/ml에서 각각 15.49±0.93 μM, 13.12

±1.0 μM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0.01) 억제되었다(Fig. 2).

Fig. 2. Production of NO from macrophage
stimulated by CRE and LPS (**p<0.01).
*CRE : 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
water extract, †LPS : lipopolysaccharide, ‡NO
: nitric oxide

2) PGE2

RAW 264.7 cell에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

를 첨가하고 LPS로 자극한 후 PGE2의

분비를 측정한 결과, LPS만 처리한 경우

3997.18±954.26 pg/ml에 비하여 400 μg/ml

및 2000 μg/ml에서 각각 2122.08±639.50

pg/ml, 2045.19±760.82 pg/ml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억제되었다

(Fig. 3).

Fig. 3. Production of PGE2 from macrophage
stimulated by CRE and LPS (*p<0.05).
*CRE : 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
water extract, †LPS : lipopolysaccharide, ‡PGE2 :
prostaglandin E2

3) TNF-α

RAW 264.7 cell에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

를 첨가하고 LPS로 자극한 후 TNF-α의

분비를 측정한 결과, LPS만 처리한 경우

358.92±51.97 pg/ml에 비하여 400 μg/ml 및

2000 μg/ml에서 각각 221.35±27.38 pg/ml,

149.51±18.70 pg/ml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1) 억제되었다(Fig. 4).

4) IL-6

RAW 264.7 cell에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

를 첨가하고 LPS로 자극한 후 IL-6의

분비를 측정한 결과, LPS만 처리한 경우

1232.80±117.4 pg/ml에 비하여 2000 μg/ml

에서 790.84±60.7 pg/ml로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p<0.01) 억제되었다(Fig. 5).



J Korean Obstet Gynecol Vol.34 No.1 February 2021

39

Fig. 4. Production of TNF-α from macrophage
stimulated by CRE and LPS (**p<0.01).
*CRE : 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
water extract, †LPS : lipopolysaccharide, ‡TNF-α :
tumor necrosis factor-alpha

Fig. 5. Production of IL-6 from macrophage
stimulated by CRE and LPS (**p<0.01).
*CRE : 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
water extract, †LPS : lipopolysaccharide, ‡IL-6 :
interleukin-6

5) IL-10

RAW 264.7 cell에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

를 첨가하고 LPS로 자극한 후 IL-10의

분비를 측정한 결과, LPS만 처리한 경우

21.81±5.29 pg/ml에 비하여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에서 각각 80.25±4.45

pg/ml, 128.59±4.33 pg/ml, 84.43±5.43 pg/ml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1)

증가하였다(Fig. 6).

Fig. 6. Production of IL-10 from macrophage
stimulated by CRE and LPS (**p<0.01).
*CRE : 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

water extract, †LPS : lipopolysaccharide, ‡IL-10 :

interleukin-10

3. MAPK(pERK, ERK, pp38, p38)

신호전달 경로의 활성화 억제 효과

RAW 264.7 cell에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를 첨가하고

LPS로 자극한 후 신호전달 관련 단백질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LPS 단독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인산화된 pp38 및 pERK

가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 7).

Fig. 7. Inhibition of MAPK pathway
activation by CRE and LPS on RAW
264.7 cell.
*CRE : 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
water extract, †LPS : lipopoly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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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F-κB(pp65, p65) 신호전달 경로

의 활성화 억제 효과

RAW 264.7 cell에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를 첨가하고

LPS로 자극한 후 신호전달 관련 단백질

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모든 농도의 CRE

처리군에서 인산화된 pp65가 크게 감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8).

Fig. 8. Inhibition of NF-κB pathway
activation by CRE and LPS on RAW
264.7 cell.
*CRE : Citri Reticulatae Viride Pericarpium
water extract, †LPS : lipopolysaccharide

Ⅳ. 고 찰

여성의 골반 내 자궁, 난관, 난소 등의

장기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은 성적 활

동이 활발한 가임기 여성에게 상행성 감

염으로 발생하며, 전체 가임기 여성의

10-15%가 한 번 이상 치료를 받을 정도

로 흔한 질환이다18). 골반염은 급성 복

통, 고열 같은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질

분비물 증가, 성교통, 생리불순, 오심 및

구토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때

로는 증상이 미묘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도 있다19,20). 일반적으로 급성으로 시작

하여 완전 치료가 되지만, 치료 후에도

약 25%에서 만성 골반염으로 이행되어

난관 인자의 난임, 자궁 외 임신, 복강

내 유착, 만성 골반통 같은 심각한 후유

증을 남길 수 있어 적절한 염증 치료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21).

靑皮는 性이 微溫하고 味는 苦辛하여

辛味는 發散하고 苦味는 泄氣시키며 溫

性은 通氣시켜 肝膽 二經에 들어가 疏肝

破氣, 散結消痰하는 효능이 있다. 三稜,

莪朮, 鬱金 등과 배합한 梔子淸肝湯은

氣滯血瘀로 인한 癥瘕積聚를 치료하고,

柴胡, 香附子, 靑橘葉 등과 배합한 大七

氣湯은 肝氣鬱結로 인한 乳房脹痛을 치

료한다. 이처럼 靑皮는 부인과 질환에서

氣滯證에 多用하는 本草이다12).

귤나무의 미성숙한 과피인 靑皮와 성숙한

과피인 陳皮의 지표성분으로는 flavanone

glycoside인 hesperidine, narirutin, naringin

과 alkaloid 성분인 synephrine이 있다.

靑皮와 陳皮의 함유 성분은 유사하지만,

과실이 성숙하면서 성분의 함량이 감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약리

작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13,22,23). 靑

皮 추출물과 陳皮 추출물을 각각 생쥐에

게 경구투여한 후 복강 macrophage에 대

한 면역능을 측정한 결과 陳皮 추출물은

macrophage의 NO 생성 및 phagocytic

activity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靑皮 추

출물은 macrophage의 염증 매개 물질인 NO

생성을 억제하고 phagocytic activity를 증

가시켜 陳皮보다 靑皮가 면역조절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2). 하지만 대

식세포에서 靑皮 추출물이 염증 매개물

질을 억제하는 기전에 관한 연구는 아직

까지 없었다.

이에 저자는 靑皮의 염증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RAW 264.7 cell에 CRE을 첨

가하고 LPS로 염증을 유도한 뒤, RAW

264.7 cell에서 NO, PGE2, TNF-α, I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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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IL-10을 관찰하고, western blotting을

통해 MAPK(pERK, ERK, pp38, P38)

및 NF-κB(pp65, p65) 활성화를 확인하

였다.

CRE의 macrophage에 대한 세포독성을

살펴보기 위해 RAW 264.7 cell에 CRE를

첨가하고 측정한 결과 100%에 가까운

세포 증식을 확인하여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선천 면역에서 대식세포는 병원균을

탐식하고 항원으로 제시하며, T세포는

항원의 정보를 인식하여 자기, 비자기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T

cell helper(Th)는 Th1, Th2, Th17 및

regulatory T cell(Treg)로 분류하는데, T세

포의 분화와 작용에 Interferon-γ(IFN-γ),

IL, TNF와 같은 cytokine들이 관여한다.

Cytokine은 세포 사이의 정보전달을 하

는 단백질로 T세포, 대식세포, 단핵구

등에서 생산된다. macrophage에서 분비

되는 cytokine은 TNF-α, IL-6, IL-10 등

이 있다24,25). TNF-α는 원래 종양 괴사를

유발할 수 있는 순환 인자로 알려졌으

나, 이후에 염증 반응과 세포의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ro-inflammatory

cytokine으로 밝혀졌다26-8). TNF-α는 발

열, 부종, 혈관 확장 등의 염증 반응에

관여하고 reactive oxygen species(ROS)

생산을 유도하며, 혈관 내피 세포에서

백혈구 유착, 혈관 누출, 혈관 내 응고

촉진의 역할을 한다29,30). IL-6은 감염이

나 조직 손상에서 즉각적으로 생산되어

급성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 조혈을 통해

숙주 방어에 기여한다. 또한, 급성 염증

및 감염의 표지자인 C-reactive protein

(CRP)의 발현을 유도하는데 주요한 역

할을 한다31). IL-10은 대표적인 항염증

cytokine으로 처음에는 Th2 type의 cytokine

으로 소개되었지만 이후에 Treg과 연관

성이 밝혀졌고, 현재는 적응 면역계의 Th1,

Th17, B세포와 선천 면역계의 대식세포,

natural killer(NK) cell 등 다양한 세포

에서 발현되어 염증 반응, 종양 발생 및

자가면역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32,33).

염증 유도물질로 흔히 사용하는 LPS

는 그람음성균의 세포 외막에 존재하는

endotoxin이다. LPS의 과도한 염증 자극

은 활성화된 대식세포 표면의 toll-like

receptor4(TLR4)에 감지되어 TNF-α, IL-6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을 생산하

고,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와 COX-2의 발현을 유도하여 염증 매

개 물질인 NO와 PGE2를 생성한다34).

염증 반응의 지표물질인 NO는 면역조

절, 혈관 확장, 신경신호 전달 등의 기능

을 가진 free radical로 L-arginine에서

NO synthase(NOS)라는 효소에 의해 생

산된다35,36). NOS는 크게 neuronal NOS

(nNOS), endothelial NOS(eNOS), inducible

NOS(iNOS)로 분류된다. 특히 iNOS는

LPS 또는 pro-inflammatory cytokine에

의해 발현되어 과다한 NO를 생성하면

부적절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조직 및

신경 손상, 유전자 변이, 악성 종양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iNOS에 의한 NO의 생

성경로는 염증 반응의 연구 분야에서 병

리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진다37-9). PGE2

는 세포막의 인지질 분해 산물인 arachidonic

acid으로부터 유래하는 prostaglandin 중

하나로, COX라는 효소에 의해 합성이 촉진

된다. COX에는 두가지 이상의 isoenzyme이

존재하는데, COX-1은 위 점막 보호, 신

장 혈류조절, 혈소판 응집 등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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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COX-2는

외부 자극으로 발현되어 염증 반응 및

세포 증식에 관여한다40). 이러한 COX-2

에 의해 생산되는 PGE2는 발열, 통증, 부

종 등의 염증 반응을 매개하고, 면역반응

을 조절한다. 또한, 대식세포에서 PGE2는

염증성 cytokine의 생성을 억제하고 IL-10

과 같은 염증 억제 cytokine의 생성을 유

도한다41). IL-10은 LPS로 활성화된 단핵

구와 대식세포에서 iNOS, COX-2 같은

염증 관련 효소의 발현을 억제하여 NO

와 PGE2의 생산을 조절하고, TNF-α,

IL-6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과 분비를 억제한다42-5).

CRE의 염증 억제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RAW 264.7 cell에 CRE를 첨가하고

LPS로 염증을 유도한 뒤, macrophage에

서 분비되는 NO, PGE2, TNF-α, IL-6

및 IL-10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NO,

TNF-α는 400 μg/ml 및 2000 μg/ml 농

도에서 유의하게 억제되었고, PGE2, IL-6

는 2000 μg/ml 농도에서 유의하게 억제

되었다. 반면에 IL-10은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따라서 CRE의 염증 억제 효과

는 항염증성 cytokine인 IL-10의 발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켜 염증성 cytokine과

염증 매개물질의 생산을 조절하는 것에

서 기인할 것으로 생각한다.

LPS는 대식세포 표면의 TLR4를 자극하

여 세포 내부의 신호 전달경로인 MAPK와

NF-κB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염증성 cytokine

과 염증 매개 인자를 발현시킨다34). MAPK

는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Jun amino-terminal kinases(JNK),

p38이라는 protein을 포함하는 신호전달

경로인데, ERK, JNK, p38은 기저 상태

에서 인산화되지 않은 상태로 세포 내에

존재하다가 LPS 같은 외부 염증성 자극

을 받으면 인산화를 통해 핵으로 전위하

여 염증 반응을 매개한다46-8). NF-κB는

대부분 세포에 존재하는 전사인자로 p50

과 p65가 가장 대표적이며, 염증 반응과

면역조절 등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경로

이다. 기저 상태에서는 IκB와 결합하여

세포질 내에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

재하다가 감염 혹은 LPS 같은 endotoxin

이나 염증성 cytokine에 의해 IκB가 인

산화되면 핵 속으로 이동해 유전자의 κB

element에 결합해 전사를 가져온다49-53).

따라서 MAPK 및 NF-κB은 염증 반응

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에 있어서 주요

한 신호전달 경로이며, LPS로 자극된 대

식세포에서 MAPK와 NF-κB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은 과도한 염증 반응을 치

료하는 데 활용 가능성이 있다54).

CRE의 신호전달 경로의 활성을 확인

하기 위해 RAW 264.7 cell에 CRE를 첨가

하고 LPS로 자극한 후 western blotting을

이용하여 pERK, ERK, pp38, p38, pp65,

p65 단백질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

과,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인산화된

pp38 및 pERK가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CRE가

MARK 경로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LPS

에 의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농도의 CRE 처리

군에서 인산화된 pp65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CRE가 NF-κB

경로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염증 반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

한다.

결론적으로 CRE는 항염증성 cytokine

인 IL-10의 분비를 증가시켜 염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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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macrophage에서의 면역 활성

과 염증 억제 측면만을 관찰했다는 한계

점이 있어 향후 BALB/c mouse를 이용

한 생체 외 실험으로 경구 투여 시 적응

면역계와 장관면역계의 반응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염증 억제 활성을 가진

靑皮의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그 기전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이뤄진다면 IL-10

발현과 연관된 염증성 질환에 활용 가능

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Ⅴ. 결 론

靑皮의 염증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RAW 264.7 cell에 CRE을 첨가하고 LPS

로 염증을 유도한 뒤, NO, PGE2, TNF-α,

IL-6 및 IL-10을 관찰하고 western blotting

을 이용하여 MAPK(pERK, ERK, pp38,

P38)와 NF-κB(pp65, p65) 신호전달 경

로의 활성화 억제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

과를 얻었다.

1. RAW 264.7 cell에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

를 첨가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2. RAW 264.7 cell에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

를 첨가하고 LPS로 자극 후 NO를 측

정한 결과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

에서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3. RAW 264.7 cell에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

를 첨가하고 LPS로 자극 후 PGE2를

측정한 결과 2000 μg/ml 농도에서 유

의하게 억제되었다.

4. RAW 264.7 cell에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

를 첨가하고 LPS로 자극 후 TNF-α

를 측정한 결과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에서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5. RAW 264.7 cell에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

를 첨가하고 LPS로 자극 후 IL-6를

측정한 결과 2000 μg/ml 농도에서 유

의하게 억제되었다.

6. RAW 264.7 cell에 16 μg/ml,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

를 첨가하고 LPS로 자극 후 IL-10을

측정한 결과,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에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7. RAW 264.7 cell에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를 첨가하

고 LPS로 자극한 후 western blotting

결과, MAPK 신호전달 경로에서 pp38,

pERK의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억

제되었다.

8. RAW 264.7 cell에 80 μg/ml, 400 μg/ml

및 2000 μg/ml 농도의 CRE를 첨가하

고 LPS로 자극한 후 western blotting

결과, NF-κB 신호전달 경로에서 pp65

의 발현이 크게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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