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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ctus Sophorae, the dried ripe fruit of Styphnolobium japonicum (L.), is an herbal ingredient used in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ructus Sophorae
extracts (FSE) on immune modulation in a murine RAW 264.7 macrophage model. As immune re-
sponse parameters, the production of prostaglandin E2 (PGE2) and tumor necrotic factor-α (TNF-α)
were evaluated. Our data revealed that FSE increased the macrophage activation and the production
of PGE2 and TNF-α, which was consistently correlated with upregulation of cyclooxygenase-2 (COX-2)
and TNF-α expression at both transcriptional and translational levels. On comparative cytokine protein
array, FSE significantly increased several cytokines, which was associated with phosphorylation of mi-
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including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p38
MAPK and c-Jun N-terminal kinase (JNK), and Akt in RAW 264.7 cells. However, each inhibitor of
these molecules attenuated the FSE-induced PGE2 produc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SE activated
macrophages through the activation of MAPKs and phosphatidylinositol-3-kinase (PI3K)/Akt signal-
ing pathways in RAW 264.7 macrophag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SE may provide a promising
source of an immunoenhanc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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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면역 반응은 생체 자기 방어기작 중의 하나로 감염성 질환

으로부터의 보호와, 외부물질과 자신을 생리적으로 인식하여

체내에 유입된 유해 물질의 중화 또는 제거하는 현상이다. 생

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하여, 면역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면역

계를 구성하며 이들이 서로 협동하고 집합적으로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며, 면역반응의 이상으로 인한 면역시스템

에 불균형은 각종 난치성 질환의 발병과 진행의 원인이 된다

[7, 26].

체내에서 대식세포(macrophage)는 innate immunity와

adaptive immunity 모두에 관여하고 있는데, adaptive im-

munity 작용으로 다른 면역 세포나 림프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식세포는 생체 내에서 염

증 및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세포로서 감염이나 암세

포 등으로부터 일차적인 보호기능을 갖고 있다. 대식세포는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phagocytic 하지 않으나

감염이나 외상으로 인한 자극을 받을 경우 활성화된다. 이렇

게 활성화 된 대식세포는 세포 내 여러 신호전달체계 및 유전

자 발현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cytokine과 prostaglandin E2

(PGE2), nitric oxide (NO) 등의 분비와 함께 면역세포로서의

여러 특징을 나타내고 활발한 phagocytosis 작용을 시작한다

[4, 20]. 염증 반응으로 생성되는 PGE2와 NO는 주로 대식세포

나 비만세포(mast cell)에 의해 분비되며, 염증반응, 면역반응

및 암 발생에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식세

포로부터 분비되는 대표적인 염증성 cytokine인 tumor ne-

crotic factor-α (TNF-α)는 염증반응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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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으며, TNF-α의 증가로 인한 대식세포의 phag-

ocytosis 작용이 과도하게 자극이 되면 염증반응과 산화적 스

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되지만, 적절한 수준의 발현은 암세포의

살상 및 전이의 억제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1,5].

한편 콩과의 회화나무(Styphnolobium japonicum L.) 열매인

괴각(槐角)은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및 지방간 치료의 목적으

로 오랜 동안 사용되어 온 한약재의 일종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최근 연구들에 의

하면 괴각 추출물은 골다공증, 골 재흡수 및 골 소실 억제 효능

[10, 12, 25], 항염증[11], 항암활성[18], 폐경기 증후군 감소[19],

혈액응고 방지[13] 및 지혈 작용[6] 등 다양한 약리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효능은 괴각에 함유된

다양한 종류의 flavonoid 계열 물질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

어지고 있다[2, 3, 14-16]. 본 연구에서는 면역 활성 증가 효능을

가지는 천연물의 스크린 과정에서 괴각 추출물을 후보물질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항체

세포배양을 위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mycin은

WELGENE (Daegu, Republic of Korea)에서 구입하였고,

Escherichia coli 유래 lipopolysaccaride (LPS), 3-(4,5-Dimethyl-

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bromide (MTT), Griess

reagent, sodium nitrite는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si,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TNF-α 측정용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는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에서, PGE2 ELISA kit와 cyclo-

oxygenase-2 (COX-2) 항체는 Cayman Chemical (Ann Arbor,

MI, USA)에서,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및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

였다. c-Jun N-terminal kinase (JNK), phospho-JNK, phos-

pho-ERK, phosphor-p38 MAPK 항체는 Cell Signaling

(Beverly,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배양, 괴각 추출물의 처리 및 MTT assay

Murine macrophage cell line인 RAW 264.7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

서 구입하여, 10% FBS와 penicillin/streptomycin 100 unit/ml

이 함유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에

서 배양하였으며, 2-3일에 한 번씩 계대 배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20% 정도의 isoflavone이 함유되어 있는 괴

각 추출물(Fructus Sophorae extracts, FSE)은 ㈜렉스진 바이

오텍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제공받았으며, 이는 건조된 괴각을

60% ehthanol을 이용하여 추출한 것으로 증류수에 희석하여

적정 농도로 희석하여 배양 배지에 처리하였다. RAW 264.7

대식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FSE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24

시간 동안 적정 농도의 FSE를 처리한 후 MTT assay를 실시하

였다.

PGE2 및 TNF-α 생성능 측정

PGE2 및 TNF-α의 생성에 미치는 FSE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RAW 264.7 대식세포에 적정 농도의 FSE를 24시간 동

안 처리한 후, 상등액을 회수하여 PGE2 및 TNF-α ELISA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NA의 분리 및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분석

FSE가 함유된 배지에서 배양된 세포를 대상으로 Tryzol®

Reagent (Invitrogen Co.,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였으며, 해당되는 유전자들의 primer (COX-2:

5' CAA AGG CCT CCA TTG ACC AGA 3' and 5' TGG ACG

AGG TTT TTC CAC CAG 3'; TNF-α: 5' CCC CTC AGC AAA

CCA CCA AGT 3' and 5' CTT GGG CAG ATT GAC CTC

AGC 3')와 ONE-STEP RT-PCR PreMix kit (iNtRON

Biotechnology, Republic of Korea)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

였다. 이후 증폭된 DNA 산물을 1.5% agarose gel를 사용하여

100 volt에서 20분간 전기 영동하여 ethidium bromide (EtBr,

Sigma-Aldrich)로 염색 후 UV 하에서 관찰하였다. 아울러

PCR 반응의 대조군으로 glyceraldehyde-3-phosphate de-

hydrogenase (GAPDH: 5' GTC ATC ATC TCC GCC CCT

TCT GC 3' and 5' GAT GCC TGC TTC ACC ACC TTC TTG

3')를 사용하였다.

단백질의 분리와 Western blot 분석

FSE 처리에 따른 번역 수준에서의 유전자 발현 변화의 관찰

을 위하여 준비된 세포들을 250 mM NaCl, 25 mM Tris-HCl

(pH 7.5), 10 mM EDTA, 1% NP-40와 0.1 mM phenyl-methyl-

sulfonylfluoride, protease inhibitor 등이 함유된 lysis buffer

를 사용하여 용해시켰다. 분리된 단백질들의 농도를 측정한

후, Western blot analysis를 위해 동량의 단백질들을 sodium

dodecyl sulfate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를 이용하여 분리하고 nitrocellulose membrane (Schleicher

& Schuell, Keene, NH, USA)으로 전이시켰다. 각각의 mem-

brane을 적정 항체 및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Amersham Corp. Arlington Heights, IL, USA) 용액을 이용하

여 단백질들의 발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Cytokine array 분석

다양한 종류의 cytokine 생성에 미치는 FSE의 영향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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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FSE on cell viability and morphology in RAW

264.7 macrophages. (A) After RAW 264.7 cells were seed-

ed, the cells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

trations of FSE for 24 h, and then cell viability was meas-

ured by MTT assay. The data is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B and C) RAW

264.7 macrophage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

trations of FSE for 24 h (B), or treated with 500 μg/ml

FSE or 50 pg/ml LPS for the indicated times (C). The

morphological changes of RAW 264.7 macrophages were

imaged using an inverted microscope (original magnifi-

cation, x200).

하기 위하여 24시간 동안 500 mg/ml의 FSE 또는 100 ng/ml

의 LPS가 처리된 배지에서 배양된 세포의 단백질을 분리하였

다. 분리된 단백질을 정량 후, 급성기 단백질(acute phase pro-

tein), cytokine 및 chemokine 등 40종(BLC, C5a, G-CSF, GM-

CSF, I-309, Eotaxin, sICAM-1, IFN-γ, IL-1α, IL- 1β, IL-1ra,

IL-2, IL-3, IL-4, IL-5, IL-6, IL-7, IL-10, IL-12p70, IL-13, IL-16,

IL-17, IL-23, IL-27, IP-10, I-TAC, KC, M-CSF, JE, MCP-5,

MIG, MIP- 1α, MIP-1β, MIP-2, RANTES, SDF-1, TARC,

TIMP-1, TNF-α 및 TREM-1) 생성 변화를 Proteome profiler

array kit (Mouse Cytokine Array Panel A, R & D System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28, 30].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SigmaPlot

(Systat Software Inc., San Jose, CA, USA)을 이용하여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얻었다.

결과 및 고찰

FSE 처리에 따른 RAW 264.7 대식세포의 활성화

FSE에 의한 RAW 264.7 대식세포 활성화 여부의 조사를

위한 실험 조건 설정을 위하여 다양한 농도의 FSE가 함유된

배지에서 배양된 RAW 264.7 세포를 대상으로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Fig. 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FSE의 농도 400

μg/ml까지 농도 의존적으로 RAW 267.4 세포의 증식이 증가

하였으며, 500 μg/ml 처리군에서도 106%로 대조군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FSE 처리에 의한 증식 촉진이 대식세

포 활성화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LPS 처리군

을 양성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형태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1A 및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FSE 처리 농도 및 시간의 증가에

따라 전형적인 대식세포 활성형태인 LPS 처리군과 유사한 형

태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FSE가 RAW

264.7 대식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켰다는 간접적인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AW 264.7 대식세포에서 FSE 처리에 따른 PEG2 및

TNF-α의 생성 증가

대식세포가 다양한 조직에 존재하고 염증성 자극을 포함한

인자들에 대한 생체방어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자들

에 의하여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PEG2와 같은 염증성 매개인

자나 TNF-α를 포함하는 cytokine의 생성을 촉진한다[8, 22].

따라서 상기에서 FSE 처리에 따른 RAW 264.7 세포의 형태적

변화가 대식세포 활성화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PEG2 및 TNF-α의 생성에 미치는 FSE의 영향을 조사하

였다. Fig. 2A 및 Fig. 3A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LPS 처리군

과 비교하여 FSE의 처리에 따라 RAW 264.7 대식세포의 PEG2

의 생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TNF-α의

생성 또한 FSE의 처리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동일 농도로 고정된 조건에서 TNF-α의 생성은

FSE 처리 8시간 전후에 최고 생성능을 보여, FSE의 처리에

따라 PEG2에 비하여 TNF-α의 생성이 앞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FSE 처리에 따른 생성능의 차이가 이들

인자들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의 차이에 기인할 것으

로 추측되어 FSE의 처리에 따른 COX-2 및 TNF-α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전사 및 번역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RT-PCR 및

Western blot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유전자들의

발현 경향성은 PEG2 및 TNF-α 생성의 정도와 유사하게 관찰

되었다(Fig. 3, 4). 따라서 FSE 처리에 의한 PEG2 및 TNF-α의

생성은 이들 산물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전사 수준에서 조절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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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duction of PGE2 and TNF-α production in RAW 264.7 macrophages after exposure to FSE. (A and B) Following 24 h

treatment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FSE or 50 pg/ml LPS, the supernatants were prepared, and then the amounts

of PGE2 (A) and TNF-α (B) were measured by ELISA. The data are shown as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vs. untreated control). (C and D) The levels of COX-2 and TNF-α mRNA (C) and protein (D) were assessed

by RT-PCR and Western blot analysis after 24 h treatment. GAPDH and actin were used as internal controls for the RT-PCR

and Western blot assays, respectively.

Fig. 3. Increased release of PGE2 and TNF-α by FSE treatment in RAW 264.7 macrophages. (A and B) Cells were treated with

500 μg/ml FSE for the indicated times, and the supernatants were prepared, and then the amounts of PGE2 (A) and TNF-α 

(B) were measured by ELISA. The data are shown as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vs. untreated

control). (C and D) The levels of COX-2 and TNF-α mRNA (C) and protein (D) were assessed by RT-PCR and Western

blot analysis after treatment for the indicated times. GAPDH and actin were used as internal controls for the RT-PCR and

Western blot assays, respectively.

RAW 264.7 대식세포에서 다양한 cytokine의 발현에 미

치는 FSE의 영향

한편 다양한 종류의 cytokine이 대식세포의 활성화에 관여

하며, cytokine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면역반응을 매개함으로

서 대식세포의 운명도 달라진다[27, 29]. 그러나 대식세포의

활성과 면역체계에 연관된 cytokine 신호체계 기전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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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FSE on multiple cytokines expression in RAW

264.7 macrophages. RAW 264.7 cells were incubated

with 500 μg/ml FSE or 100 ng/ml LPS for 24 h, and

then the proteome profiler array system was used to

screen for activation of different acute phase proteins,

cytokines, and chemokines involved in the activation of

RAW264.7 macrophages by FSE treatment.

Fig. 5. Activation of MAPKs and PI3K/Akt signaling pathways by FSE treatment in RAW 264.7 macrophages. (A) Cells were treated

with 500 μg/ml FSE for the indicated times, and the cells were sampled, lysed, and 30~50 μg of protein was separated

by electrophoresis on SDS-polyacrylamide gels. Western blot analyses were then performed using the indicated antibodies

and an ECL detection system. (B)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indicated inhibitors (PD98059, 50 μM; SP600125, 20

μM; LY294002, 20 μM; SB203580, 20 μM; and PDTC, 20 μM) for 1 h and then treated with 500 μg/ml FSE for 24 h. The

supernatants were prepared, and then the amounts of PGE2 were measured by ELISA. The data are shown as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vs. untreated control;
#
, p<0.05 vs. FSE-treated group).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FSE가 함유된

배지에서 배양된 RAW 264.7 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에

대한 기초 정보를 확립하기 위하여 cytokine array를 실시하였

으며, 이를 LPS 처리군과 비교하였다. Fig. 4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LPS 처리군과 동일하게 유의적으로 증가된 cycto-

kine은 9종(KC, G-CCSF, IL-10, IL-1ra, TIMP-1, TNF-α, JE,

MIP-2 및 RANTES)이었으나, 2종(MIP-1α 및 MIP-1β)은 다소

감소되었으며, LPS 처리군에서 증가된 cyctokine은 7종

(GM-CSF, IL-2, IL-6, IL-10, IL-1α, IL-1β 및 IL-27)으로 다소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세포 내 존재하는 cytokine의

상대적인 증가량을 보여 주는 결과로 이들의 세포 외 분비

및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향후 FSE

의 면역 조절 관련 기능적 기전 연구 수행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FSE 처리에 따른 MAPKs 및 PI3K/Akt 신호전달계의

역할

대식세포의 활성화에는 다양한 세포 내 신호전달계가 관여

하고 있음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들 신호계

의 제어 현상에 대한 이해는 대식세포 활성 촉진 물질의 발굴

및 그들의 세포 내 역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이러한 세포 내 신호전달계 중, MAPKs는 대식세포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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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세포 활성물질의 생성 및 다양한 생물학적기능을 조절

하며[21, 23], 세포의 증식 및 성장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phos-

phatidylinositol-3-kinase (PI3K)/Akt 경로 역시 대식세포의

활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17]. 따라

서 FSE 처리에 따른 RAW 264.7 대식세포 활성에 MAPKs 및

PI3K/Akt 신호전달계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Fig. 5A

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된 단백질들의 인산화 촉진에

따른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MAPKs에 속한 3가지 인자(ERK,

JNK 및 p38 MAPK)와 Akt 단백질 모두가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 어떤 인자들이 FSE 처리에 의한 RAW

264.7 대식세포 활성에 더 크게 관여하는 지를 다양한 선택적

저해제를 이용하여 PEG2 생성능을 비교함으로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식세포 활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nuclear factor (NF)-κB의 저해제인 pyrrolidine di-

thiocarbamate (PDTC) [24]를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Fig. 5B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PDTC의 경우처럼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신호전달 저해제가 모두가 FSE에 의한 PEG2의

생성을 억제하였으나, ERK 저해제인 PD98059가 가장 큰 저해

효과를 보였으며, p38 MAP 저해제인 SB203580, JNK 저해제

인 SP600125 및 PI3K 저해제인 LY294002 또한 유의적인 저해

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FSE 처리에 따른 RAW

264.7 대식세포의 활성에는 MAPKs 및 PI3K/Akt 신호계를

포함한 NF-κB 연관 신호 전달계의 활성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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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대식세포에서 MAPKs 및 PI3K/AKT 신호전달계 활성을 통한 괴각 추출물의 prostaglandin

E2 및 tumor necrosis factor-α 생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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