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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methyl gallate of Paeonia suffruticosa(Moutan 

Cortex Radicis) on inflammatory response in activated macrophages.

Methods : RAW264.7 cells were incub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methyl gallate of Paeonia 

suffruticosa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 at indicated times. Cell toxic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The concentrations of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 E2 (PGE2) and 

inflammatory cytokines (TNF-α, IL-6) were measured in culture medium by Griess assay, 

enzyme-immuno assay, and ELISA, respectively. The expressions of iNOS, COX-2 and cytokine mRNA 

and protein were determined by RT-PCR and Western blot, respectively. The Iκ-Bα degradation in 

cytosol and NF-κB p65 translocation  into nuclear of the cell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Results : Methyl gallate was significantly inhibited LPS-induced production of NO and PGE2 in 

RAW264.7 cells. Methyl gallate was also suppressed LPS-induced expression of iNOS and COX-2 

mRNA and protein in the cells. Methyl gallate was inhibited LPS-induced production of TNF-α and 

IL-6 via suppression of their mRNA expressions. Methyl gallate blocked the NF-κB pathway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methyl gallate of Paeonia suffruticosa may have an anti- 

inflammatory property through suppressing inflammatory mediator production in activated macroph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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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세포는 동물체 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며 인체 내 

선천  면역반응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로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이물질이나 세균, 바이러스, 노화세포 등을 포

식하고 소화하는 식균작용과 더불어 다양한 염증매개물질

을 분비하여 기 염증반응 발달에 요한 역할을 한다
1). 

Lipopolysaccharide(LPS), interferon(IFN)-γ, granulocyte-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GM-CSF)와 같은 

자극원에 의해 활성화되는 식세포는 활성아민류, 

아라키돈산 사산물(prostaglandins, leukotriene, bradykinin, 

lipoxin), 염증사이토카인류(TNF-α, interleukin-1β, IL-6, 

IL-8), 소 활성인자, 세포독성물질(nitric oxide, reactive 

oxygen species) 등 다양한 염증매개물질을 다량 분비함

으로써 면역반응조 을 통해 생체 내 방어기능과 항상성 

유지 기능을 조 하는 반면, 염증유발을 통해 각종 만성 

염증질환 발병에 기여하게 된다
2,3).  

따라서 식세포의 활성화 조 기 을 이해하고, 활성

화된 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염증매개물질을 조 하는 

것은 여러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염증질환의 진행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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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각종 

한약재로부터 분리되는 단일화합물을 이용하여 염증질환

에서의 식세포 활성조 과 항염증효과를 지닌 약물개

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6). 

牧丹皮(Moutan Cortex Radicis)는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

에 속하는 落葉 灌木인 모란(Paeonia suffruticosa Andrews)

의 根皮를 건조한 것으로, 性味는 微寒 苦辛하고, 心肝腎

經에 귀경하며, 淸熱凉血, 活血散 의 효능이 있어 溫毒

發斑, 吐血衄血, 夜熱早凉, 無汗骨蒸, 經閉痛經, 癰腫瘡毒, 

跌撲傷痛 등의 증상에 응용된다
7). 

牧丹皮의 성분으로는 paeonol, paronoside, paeonolide 

등의 phenol류, paeoniflorin, oxypaeoniflorin 등의 monoterpene 

glycoside류, tetragalloyglucose, pentagalloyglucose 등의 

tanin류 외 methyl gallate, gallic acid, p-hydroxybenzoic 

acid 등이 알려져 있으며, 약리  실험연구로는 牧丹皮 

메탄올추출물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항균 효과
8,9), 

牧丹皮 메탄올추출물의 당강하효과
10), 사람의 내피세포

부터 eotaxin 분비 억제효과
11), 아 로이드 베타에 의해 

유도된 신경세포 독성에 한 억제효과
12), 산화  스트

스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에서 ROS 생성의 억제효과
13)가 

보고되어 있다. 牧丹皮의 성분에 한 연구로는 요성분

으로 알려져 있는 paeonol에 한 동맥경화 억제효과
14)
, 

소  응집억제효과
15), 비만세포로부터 히스타민과 TNF-α의 

분비억제효과
16), 식도암세포 증식억제효과17), 활막세

포에서의 TNF-α와 IL-1β 분비억제효과18) 등이 다수 보

고되어 있으며, tanin 성분
19)과 1,2,3,4,6-penta-O-galloyl- 

beta-D-glucose
20)

의 식세포에서의 nitric oxide(NO)와 

COX-2 분비억제 효과가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牧丹皮의 淸熱凉血과 活血散 에 한 

효능을 나타내는 물질이 어떠한 성분인지를 확인하고자 

牧丹皮의 성분  하나인 methyl gallate를 이용하여 LPS

에 의해 활성화된 쥐의 복강 식세포에서 유발되는 염증

반응에 한 억제효과를 조사하 다.

재료  방법

1. 재료  시약

실험에 사용된 methyl gallate(Fig, 1;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ethanol(Merck Co, Germany), 

lipopolysaccharide(LPS; E. coli B0111: B4; Sigma-Aldrich 

Co.), 3-(4,5-dimethyl thazol-2-yl-2,5-teterazolium bromide 

(Sigma-Aldrich Co), TRIzol reagent(Invitrogen, Carlsbad, 

CA, USA), SuperScript
® First-Strand Synthesis System 

(Invitrogen), Protein assay solution (BioRad Labolatories 

Inc, Hercules, CA, USA), 30% Acrylamide solution 

(BioRad Labolatories Inc), NP-40 Cell lysis buffer(Invitrogen), 

UltraPure
™
 DEPC-Treated Water (Invitrogen), N-trityl-1,3- 

propanediamine acetate/sulfanilamide (Sigma-Aldrich Co), 

anti-iNOS mAb(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anti-COX-2 antibody(Santa Cruz Co 

Ltd), anti-ERK1/2 antibody(Chemicon International Inc, 

Temecula, CA, USA), anti- JNK antibody (Chemicon 

International Inc), anti-p38 MAPK antibody (Chemicon 

International Inc), biotinylated anti-rabbit IgG (Sigma-Aldrich 

Co), avidin-biotin peroxidase complex system (ABC Vectastain 

Kit, Biosys, Lyngby, Denmark), diaminobenzidine (DAB, 

Sigma-Aldrich Co), PGE2 EIA kit (R&D System, Inc, 

Minneapolis, MN), mouse Sandwich ELISA kits (eBioscienceTM, 

San Diego, CA, USA) 등을 사용하 다.

Fig. 1. Chemical structure of methyl gallate

2. 방법

1) 세포배양

쥐의 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는 ATCC (Manassas, 

VA, USA)로부터 구입하 으며, 10%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과 1%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을 배양액

으로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 다.

2) 세포독성 조사

RAW264.7 세포(5×104 cells/well)를 96-well culture 

plate에 100 ㎕의 DMEM 배지와 함께 하룻밤 배양한 다

음, 여러 농도의 methyl gallate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

하 다. 각 well에 5 ㎎/㎖ 농도의 MTT 용액을 50 ㎕ 

씩 넣은 후 4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환원반응을 유도하

으며, 100 ㎕의 DMSO 용액을 첨가하여 보라색의 formazan 

결정을 완 히 용해하 다. 발색정도를 microplate reader

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세포독

성은 세포만 배양한 무처리구의 생존도 100%를 기 으

로 약물처리군의 상 인 세포생존도를 계산하 다. 

3) Nitric oxide 측정

RAW264.7 세포로부터 생성되는 NO의 양을 세포배양

액  존재하는 NO2-의 형태로 Griess reagent 반응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즉 세포에 다양한 농도의 methyl 

gallate를 30분간 처리한 다음, LPS(1 ㎍/㎖)를 처리하

여 24시간 배양하 다. 세포 배양액을 수거하여 배양액 

100 ㎕에 동일한 양의 Griess 시약(0.1% NED/1% sulfanilamide 

in 5% H3PO4)을 넣은 후 15분간 암반응 하 다. 발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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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microplate reader의 540 nm 흡 도에서 측정하

으며, 세포배양액 내 NO의 농도(μM)는 NaNO2 표 액의 

정량곡선을 기 으로 계산하 다.  

4) Prostaglandin E2 측정

활성화된 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염증물질인 prostaglandin 

E2(PGE2)의 양을 세포배양액으로부터 효소면역반응법(Enzyme 

Immuno-Assay; EIA)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즉 세포에 

다양한 농도의 methyl gallate를 처리하여 30분간 배양한 

다음 LPS(1 ㎍/㎖)를 처리하여 18시간 배양하 다. 세포

배양액을 수거하여 배양액 내에 존재하는 PGE2의 양을 

측정하 으며, 세포배양액 내 존재하는 PGE2의 농도는 

PGE2 표 액의 정량곡선을 기 으로 계산하 다. 

5) Reverse transcriptase(RT)-PCR

RAW264.7 세포에서 발 되는 iNOS와 COX-2의 유

자 발 에 한 약물의 효과를 조사하기 해 RT-PCR을 

수행하 다. 먼  세포에 다양한 농도의 methyl gallate를 

30분 동안 배양한 다음, LPS (1 ㎍/㎖)를 처리하여 6시간 

동안 배양하 다. 세포를 수거하여 5,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TRIzol 시약을 이용하여 RNA를 분리하

다. 분리된 RNA와 oligo-(dT) primer, Improm-IITM 

reverse transcriptase를 이용하여 25℃에서 10분, 42℃에

서 60분, 70℃에서 15분 조건으로 cDNA를 합성하 다. 

합성된 cDNA에 한 PCR을 수행하기 해 cDNA 1 ㎍

에 Table 1의 primers(sense, anti-sense) 1 ㎕  10 ×

buffer (10 mM Tris-HCl, pH 8.3, 50 mM KCl, 0.1% 

Triton X-100), 250 μM dNTP, 1U Tag polymerase를 

혼합한 후 denaturation을 해 94℃에서 30 , annealing

을 해 55∼60℃에서 30   extension을 해 70℃에

서 60  조건에서 25∼30 cycles을 수행하 다. PCR 반

응의 표  조구로 GAPDHs를 사용하 다. 

6) Western blot

RAW264.7 세포에서 발 되는 iNOS와 COX-2의 단백

질 발 에 한 약물의 효과를 조사하기 해 Western 

blot을 수행하 다. 먼  세포에 다양한 농도의 methyl 

gallate를 30분 동안 배양한 다음, LPS (1㎍/㎖)를 처리하

여 24시간 동안 배양하 다. 각 세포를 수거한 다음 

HBSS 용액으로 2회 세척하고, lysis buffer (50 mM HEPES, 

pH 7.4, 150 mM NaCl, 1% deoxycholate, 1 mM EDTA, 

1 mM PMSF, 1 ㎍/ml aprotinin) 0.1 ㎖로 lysis시켜 

12,000 rpm에서 20분 원심분리함으로써 단백질을 분리하

다. 분리된 단백질을 protein assay solution으로 정량

한 다음, 20 ㎍ 단백질과 2×sample buffer (100 mM 

Tris-HCl, pH 6.8, 200 mM dithithreitol, 4% SDS, 0.2% 

bromophenol blue, 20% glycerol)를 섞어 100℃에서 3분 

끓인 후 10～15% SDS-PAGE를 이용하여 분리하 다. 

분리된 gel의 단백질을 NC membrane으로 transfer시킨 

후 10% skim milk로 실온에서 1시간 blocking하 다. 

iNOS, COX-2, MAPKs(ERK/p-ERK, JNK/p-JNK, p38/pp38), 

NF-κB/I-κBα  β-actin에 한 항체를 0.05% Tween

이 함유된 TBS-T로 희석하여 4oC에서 하룻밤 반응시킨 

후 TBS-T로 3회 세척하고 anti-IgG conjugated HRP 항

체와 1시간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이를 다시 TBS-T로 세

척한 후 ECL 용액을 이용하여 x-ray film에 감 시켰다. 

7) 통계학  검정

결과는 3회 반복실험에 한 평균(mean)±표 편차

(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으며, 통계분석은 

SPSS program(SPSS vs. 13.0, Sigma STAT, Chicago, 

IL, USA)의 post-hoc LSD test와 ANOVA 분석을 수행

하여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1. 세포독성 검정

RAW264.7 세포에 한 methyl gallate의 세포독성을 

MTT assay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Fig. 2), methyl gallate

의 200 μM과 400 μM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87.6± 

2.74%와 64.2±1.76%로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후 실험은 RAW264.7 세포에 methyl gallate의 독성

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인 100 μM 이내에서 수행하 다. 

Fig. 2. Effects of methyl gallate on the viability of RAW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methyl gallate 
for 24h and then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The 
values are mean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bars), and 
are shown as percentage cell viability compared with the viability 
of untreated control cells. ** p < 0.01 and *** p < 0.001 vs. cells 
only. 

2. NO 분비  iNOS 발 에 한 효과

LPS로 활성화 된 RAW264.7 세포의 배양액 에 생

성된 nitrite의 양을 세포배양액으로부터 Griess 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methyl gallate는 농도에 의존 이

고 유의 으로 NO의 생성을 감소시켰다(Fig. 3A). 한 

methyl gallate가 NO의 생성과 련된 iNOS의 유 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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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발 을 억제하는지 RT-PCR과 Western blot 방

법으로 조사하 다. 

그 결과 iNOS의 유 자 발 (Fig. 3B)과 단백질 발

(Fig. 3C)은 세포만 배양했을 때와 methyl gallate 

(100 μM)만 단독 처리하 을 때는 찰되지 않았으며, 

LPS 처리에 의해 증가되었고, methyl gallate의 처리 농

도(20, 50, 100 μM)에 의존 으로 억제되었다. 따라서 牧

丹皮의 methyl gallate는 식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

된 iNOS 단백질의 발 과정을 농도의존 으로 억제함으

로써 NO 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3. Effects of methyl gallate on NO production in 
LPS-stimulated of RAW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methyl gallate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1 ㎍/ml) for 24h. 
(A) The nitrite concentrations in cultur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Griess assay. The values are mean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bars). *** p < 0.001 vs. LPS alone. 
The expression of iNOS mRNA (B) and protein (C) was determined 
by as det and mined by as , respectively. 

3. PGE2 분비  COX-2 발 에 한 효과

LPS로 활성화 된 RAW264.7 세포의 배양액 에 생

성된 PGE2의 양을 세포배양액으로부터 효소면역반응법

으로 측정한 결과, methyl gallate는 농도에 의존 이고 

유의 으로 PGE2의 생성을 감소시켰다(Fig. 4A). 한 

methyl gallate가 PGE2의 생성과 련된 COX-2의 유

자와 단백질 발 을 억제하는지 RT-PCR과 Western 

blot 방법으로 조사하 다. 

그 결과 LPS에 의해 증가된 COX-2의 유 자 발

(Fig. 4B)과 단백질 발 (Fig. 4C)이 methyl gallate의 처

리 농도(20, 50, 100 μM)에 의존 으로 억제되었다. 따라

서 牧丹皮의 methyl gallate는 식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된 COX-2 단백질의 발 과정을 농도의존 으로 억

제함으로써 PGE2 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4. Effects of methyl gallate on PGE2 production in 
LPS-stimulated of RAW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methyl gallate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1 ㎍/ml) for 18h. 
(A) The PGE2 concentrations in cultur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enzyme-immunoassay. The values are mean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bars). *** p < 0.001 vs. LPS alone. 
The expression of COX-2 mRNA (B) and protein (C) was 
determined by RT-PCR and Western blot, respectively.

4. 염증사이토카인 분비  유 자 발 에 

  한 효과

LPS로 활성화 된 RAW264.7 세포의 배양액 에 생

성된 염증사이토카인(TNF-α, IL-6)의 양을 세포배양액으

로부터 ELISA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methyl gallate 20 

μM과 50 μM 농도에서는 TNF-α와 IL-6의 분비 억제가 

찰되지 않았으며, 100 μM 처리 농도에서만 유의 으로 

TNF-α, IL-6의 분비가 억제되었다(Fig. 5). 한 TNF-α와 

IL-6의 유 자 발 을 찰한 결과, methyl gallate 100 μ

M를 처리 하 을 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다.

5. I-κB  NF-κB 발 에 한 효과

식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유발 핵심

사인자인 I-κBα와 NF-κB에 한 methyl gallate의 효과

를 조사하기 하여 세포질과 핵으로부터 I-κBα와 NF-κ

B p65 subunit의 발 을 Western blot로 조사하 다(Fig. 

6). 그 결과 세포질에서 LPS에 의해 유도된 I-κBα의 

degradation은 methyl gallate를  50 μM과 100 μM 농도

로 처리하 을 때 억제되었으며(Fig. 6A), LPS에 의해 

증가된 NF-κB p65 subunit의 세포 핵 내로의 이동 역시 

methyl gallate의 처리에 의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 다

(Fig. 6B). 즉 牧丹皮의 methyl gallate는 식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주요 염증신호 달경로인 NF-κ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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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methyl gallate on TNF-α and IL-6 production in LPS-stimulated of RAW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methyl gallate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1 ㎍/ml) for 24h. (A) 
The cytokine concentrations in culture supernatants were measured by ELISA. The values are mean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bars). * p < 0.05 vs. LPS alone. (B) The expression of cytokine mRNA was determined by RT-PCR.

A)

B)

Fig. 6. Effect of methyl gallate on the NF-κB activation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methyl gallate 
for 30 min,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1 ㎍/㎖) for 30 
min. The NF-κB p65 subunit (A) and I-κBα(B) were assessed in the 
cytosolic and nuclear extract isolated from cell lysates by Western blot. 

pathway를 차단함으로써 염증매개물질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  찰

염증반응은 어떤 자극에 한 생체 조직의 비특이  

면역반응으로써 조직의 變性, 순환장애와 滲出, 조직 增

殖의 세 가지를 유발하는 복잡한 병변이다
3)
. 식세포는 

기 염증반응에 여하는 표 인 면역세포로서 동물

체 내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외부 이물질을 탐지하고 포

식하여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고 인 기능과 함께 단

백질 분해효소, 지질 사물질, 염증사이토카인 등을 분비

함으로써 염증반응의 조 에 요한 역할을 한다
21,22). 즉 

외부자극으로부터 활성화된 식세포는 염증매개물질 

분비를 통해 염증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천식, 기 지염, 

염, 다발성경화증, 동맥경화증, 뇌졸 , 알츠하이머

병이나 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등의 만성 염증

질환을 유발하게 되며, 질환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23). 

따라서 최근에는 염증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유의 으

로 증가되는 각종 염증매개물질들을 효과 으로 감소시

킬 수 있는 항염증 제제  치료보조제 개발에 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한약재로부터 유래되

는 생리활성물질이나 단일화합물들이 약물개발 타겟이 

되고 있다
4-6)
. 

牧丹皮는 한의학 으로 淸熱凉血, 活血散 의 효능이 

있어 溫毒發斑, 吐血衄血, 夜熱早凉, 無汗骨蒸, 經閉痛經, 

癰腫瘡毒, 跌撲傷痛 등의 증상에 응용되고 있으며
7), 

paeonol, paeonoside, paeonolide, paeoniflorin 등의 phenol 

성분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paeonol 성분의 약리효능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동맥경화 억제효과
14), 소

 응집억제효과
15)
, 비만세포로부터 히스타민과 TNF-α

의 분비억제효과16), 식도암세포 증식억제효과17), 활막

세포에서의 TNF-α와 IL-1β 분비억제효과18) 등이 있다. 

그 외 paeoniflorin의 체온 하 효과
24), 항염⋅궤양 방효

과, 일반 평활근 이완 효과, 진정⋅진통작용  해열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다
25)
. 본 연구에서는 牧丹皮의 성분  

하나인 methyl gallate에 한 실험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에 착안하여 methyl gallate의 LPS에 의해 활성

화된 식세포로부터 유도되는 염증반응에 한 억제효

과를 조사하 다. 

NO는 심 계, 신경계, 면역계 등의 달물질 는 

세포사멸에 여하는 물질로서 체내 여러 조직에서 다양

한 생리기능을 하고 있으며 세포 내 항상성 유지,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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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물질 운반, 항암작용, 세포독성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NO의 합성효소인 iNOS는 식세포에서 TNF-α, IL-1

β, IFN-γ와 같은 염증성 자극에 의해 지속 으로 다량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LPS와 세균의 

lipopeptide를 처리하 을 때 그 생성이 격히 증가한다

고 보고되어 있다
2,25). NO는 원래 염증성과 항염증성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체 내 과도

한 분비는 오히려 세포독성을 통해 세포를 괴하고 쇼

크에 의한  확장  염증반응 가속화를 통해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5). 따라서 염증반

응이 진행되는 동안 유의 으로 증가하는 NO, iNOS의 

생성을 효과 으로 억제하는 것은 다양한 염증질환에서 

유용한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NO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의 경우 처리에 의해 

iNOS의 promoter activity가 억제되거나, iNOS 유 자 

사가 억제되는 경우 외에 세포 밖으로 분비된 NO를 

소거하는 것과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26), 본 

연구결과에서 牧丹皮의 성분인 methyl gallate는 iNOS의 

유 자 사를 억제함으로써 NO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staglandins은 아라키돈산으로부터 cyclooxygenase 

(COX) 효소에 의해 합성되는 염증물질로써 COX-1은 

부분의 조직에서 꾸 하게 만들어져 housekeeping 효소

의 역할을 하는 반면, COX-2는 염증과 같은 병 인 환경

에서 다량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최근 COX-2를 

선택 으로 억제하는 약물들이 COX-2 유도에 의한 염증

반응을 이기 때문에 치료제로서 많이 개발되고 있다. 

조직이 손상되면 물리 인 손상뿐 아니라 염증매개물질

이 다량 분비되기 때문에 염증과 통증이 유발되게 되며 

특히 COX-2로부터 합성되는 PGE2는 조직손상이 일어나

는 부 에서 국부 으로 생성되어 말 신경 말단부 에 

작용함으로써 통증에 한 역치를 감소시키게 된다
28). 

본 연구에서 牧丹皮의 성분인 methyl gallate는 식세

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PGE2 분비를 유의 으로 

감소시켰다. 만성 염증질환에 재 사용하고 있는 비스테

로이드성 소염제는 PGE2 억제를 통해 단기 으로 염증

증상을 조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Th1 반응의 편향을 

래하여 오히려 질병을 지속시키게 되므로 PGE2가 요

한 역할을 하는 염증질환에서 methyl gallate의 PGE2 작

용과 선택  조 에 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LPS는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자극원이며 다양한 염증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자극함으로써 신체 각 부 의 면역

세포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21,22)
. 본 연구에서 牧

丹皮의 성분인 methyl gallate는 식세포에서 LPS에 의

해 유도되는 주요 염증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6의 유

자 발  억제를 통해 이들의 분비를 감소시켰다. 이는 

methyl gallate가 활성화된 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염

증매개물질인 NO, PGE2와 더불어 염증사이토카인 분비 

한 억제시킴으로써 항염증 효과가 있으며, 이는 다양한 

염증질환 치료에 효과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NF-κB는 염증반응 조 에 여하는 핵심 사인자 

 하나이며 세포생존, 면역조 , 성반응  세포주기 

조  등 다양한 조  역할을 하고 있다
28). 외부 자극에 

의해 세포질에 존재하던 NF-κB는 NF-κB inhibitor인 I-

κB와의 degradation을 통해 핵 안으로 이동하면서 염증

매개물질 유 자의 사를 유도하게 된다. NF-κB는 염

증사이토카인과 면역세포 이동에 요한 합 분자들, 

모카인 등의 유 자 발 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 염증

반응 조 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methyl gallate는 세포질 내 I-kBα의 degradation을 억제

하여 NF-κB의 핵 내로의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염증매개

물질 발 을 유도하는 NF-κB pahway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ethyl gallate가 활성화된 식세

포에서 NF-κB pathway를 차단함으로써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methyl gallate에 한 효능 연구로는 오배자

(Chinensis Galla) methyl gallate의 항균효과
29)와 芍藥

(Paeoniae Radix Alba) methyl gallate의 비만세포에서의 

COX-2와 5-LOX 해효과
30)가 보고되어 있다. 

결론 으로 牧丹皮의 성분인 methyl gallate는 식세

포에서 염증신호 달경로인 NF-κB pathway의 차단을 

통해 LPS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매개물질들의 생성을 억

제시킴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었다.

결  론

牧丹皮의 성분인 methyl gallate의 항염증효과를 조사

하기 하여 식세포로부터 LPS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

매개물질에 한 억제효과를 조사하 다.

1. Methyl gallate는 100 μM 농도까지 RAW264.7 세포

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2. Methyl gallate는 RAW264.7 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NO와 PGE2의 생성을 유의 으로 감소시

켰으며, 합성효소인 iNOS와 COX-2의 유 자와 단

백질의 발 을 억제하 다.

3. Methyl gallate는 RAW264.7 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6의 생성

을 유의 으로 감소시켰으며, 이들의 유 자 발 을 

억제하 다.

4. Methyl gallate는 RAW264.7 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NF-kB pathway를 차단하 다. 

따라서 methyl gallate는 활성화된 식세포로부터 생

성되는 염증매개물질을 유의 으로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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