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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G2 세포에서 알로에 베라 추출물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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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ases of Aloe vera induced-toxic hepatitis have been reported. However, the precise inflammatory effects of 
Aloe vera extract have not been clearly elucidated yet. In this study, the inflammatory effects and the mechanism of 70% 
ethanolic Aloe vera extract on liver were evaluated by in vitro assays using human hepatoma HepG2 cells. Cell viability 
was investigated using MTT assay at 0.001~100 μg/mL of Aloe vera extract. To evaluate inflammatory effect of the Aloe 
vera extract, the secre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 Interleukin 8 (IL-8) and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 
(M-CSF) were detected. Aloe vera extract did not induce cell death at concentrations of 0.001~100 μg/mL. However, Aloe 
vera extrac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IL-8 secretion by 15.7~25.8% and the M-CSF secretion by 36.6~61.5% at the same 
concentrat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loe vera extract shows an inflammation-related mild hepatotoxicity than a severe 
toxicity such as cell death and this hepatitis is mediated by the secretion of inflammatory cytokine IL-8 and M-C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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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부작용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

다. 그 대표적인 예인 알로에는 판매량이 높은 편이어서(Son 
& Park 2004), 섭취에 따른 이상반응도 비교적 자주 보고 되

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집한 203건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에 의하면 알

로에는 프로폴리스, 식이섬유과 함께 부작용 신고 빈도가 높

은 원료로 나타났다(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2011).

다양한 알로에 품종 중 알로에 베라(Aloe vera, Aloe barbadensis 
Miller)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품종 중 하나로(Kluge 등 

1979; Grindlay & Reynolds 1996; Reynold & Dweck 1999), 하
제, 상처 및 화상 치료, 항염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Reynolds & Dweek 1999), 건강식품 및 화장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Reynolds T 2005). 또한 항우식 및 항균 활성

이 있으며(Park 등 2000), 식품 제조시 첨가하면 물성을 개선

시킨다고 보고되었다(Lee & Suh 2002; Shin 등 2007).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부 건강, 장 건강, 면역력 증진, 배변 활동 

원활의 기능성을 지닌 원료로 인정되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4).
이처럼 알로에 베라는 섭취 빈도가 높고, 부작용 사례가 많

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

는 실정이다. 알로에 베라의 중요한 생리 활성 성분인 emodin, 
aloe-emodin, aloin, barbaloin 등의 anthraquinone이 바람직한 

효능뿐만 아니라, 유전독성, 돌연변이, 발암 등을 나타낸다는 

보고들이 있지만(Grimminger & Witthohn 1993; Muller 등 1996; 
Brusick & Mengs 1997), 이들은 알로에 베라에 함유된 단일 

성분에 대한 연구들이므로 다양한 물질들의 복합체인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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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베라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최근에 알로에 베라 섭취에 의한 간독성이 보고되고 있는

데, 이들은 모두 독성 간염에 의한 것으로(Rabe 등 2005; Kanat 
등 2006; Bottenberg 등 2007; Curciarello 등 2008; Yang 등 

2010), 염증이 알로에 베라에 의해 초래되는 간손상의 주요 

형태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몇 개의 사례

를 보고한 case report들이어서 간염에 대한 알로에 베라의 영

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동물실험이나 세포실험

이 수행되지 않아 알로에 베라가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기전

을 알 수 없어 알로에 베라가 간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간독성을 측정하기 위한 in vitro 시험법에는 배양이 편리

하고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immortalized human 
hepatic tumor derived cell line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포 중의 하나가 

HepG2 세포이다(Jennen 등 2010). Primary human hepatocyte
는 사람의 정상 간세포라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샘

플 제공자 개인 간의 다양성, 배양 후 수일 내에 탈분화(de- 
differentiation)로 인한 metabolic profile의 변화 등의 문제 때문

에(Gomez-Lechon 등 2003; Parkinson 등 2004), 여러 번 반복해

야 하는 실험의 경우 재현성에 문제가 올 수 있으며, 샘플 수

급, 윤리․법적 문제도 존재한다(Skett 등 1995). HepG2 세포

에는 일부 cytochrome(CYP) enzyme이 부족하지만(Elizondo 
& Medina-Diaz 2003; Westerink & Schoonen, 2007), phase II 
enzyme과 transporter가 in vivo 수준으로 있어(Olsavsky 등 2007; 
Westerink & Schoonen 2007) 간독성을 예측하고 기전을 연구

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O’Brien 등(2006)은 243종의 물질을 

대상으로 간독성을 평가한 결과, HepG2 세포 시스템이 80%
의 sensitivity와 90%의 specificity를 나타내어 인체의 간독성

과 HepG2 세포를 이용한 연구 결과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epG2 세포를 이용한 in 
vitro 시스템을 알로에 베라에 의한 간세포 염증 실험에 사용

하였다.
본 연구는 알로에 베라 추출물이 간세포의 염증성 사이토

카인의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알로에 베라에 

의한 간의 염증 유발 기전을 밝히고, 알로에 베라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알로에 베라는 경상남도 거제의 것을 구

입하여 동결견조한 후 분쇄하여 분말 상태로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추출물 제조

건조된 알로에 베라 시료 20 g에 70% 에탄올(Sigma-Aldrich, 
St. Louis, MO, USA) 400 mL를 가하여 70℃ 진탕항온수조에

서 2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 후 Whatman No. 42 여과지

(Whatman, Maidstone, UK)로 여과하여 불용성 잔여물을 제거

하였다. 여과시킨 추출물을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에탄올을 

모두 제거한 후 동결건조시켜 얻은 건조 추출물을 dimethyl-
sulfoxide(DMSO)(Sigma-Aldrich, St. Louis, MO, USA)로 재용

해하고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세포 배양

HepG2 세포는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서 분양 받았으며, 10% FBS(Gibco, 
Grand Island, NY, USA)를 첨가한 DMEM(Gibco, Grand Island, 
NY, USA) 배지를 이용하여 3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

서 배양하였다.

4. MTT assay
HepG2 세포에 대한 알로에 베라 추출물의 세포 독성 여부

를 알아보기 위해 MTT assay를 시행하였다. 항온수조에서 55℃
의 열로 30분간 불활성화시킨 FBS를 10% 함유한 DMEM을 

이용하여 HepG2 세포를 96 well plate에 분주(1×104 cells/well)
하고 24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HepG2 세포에 열로 불활성화

시킨 FBS를 5% 함유한 DMEM을 이용해 알로에 베라 추출물

을 희석하여 농도별로 세포에 처리(100 μL/well)하고, 37℃ 배
양기에서 반응시켰다. 24시간 후 추출물을 걷어내고 0.2 μg/ 
mL의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Sigma-Aldrich, St. Louis, MO, USA) 시약을 well 당 

100 μL씩 넣고 37℃ 배양기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MTT 시약을 걷어내고 DMSO를 가하여(100 μL/well) 실온에

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micro plate reader(Model 680, Biorad 
Inc., Japan)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Interleukin 8(IL-8) 분비 측정

알로에 베라 추출물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기전을 알아

보기 위해 알로에 베라 추출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8
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하였다. 열로 불활성화시킨 

FBS를 10% 함유한 DMEM을 이용하여 HepG2 세포를 48 well 
plate에 분주(1×105 cells/well)하고 24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추출물은 열로 불활성화시킨 FBS를 5% 함유한 DMEM을 이

용해서 농도별로 희석하여 세포에 처리(400 μL/well)하고 배

양기에서 반응시켰다. 24시간 후 plate를 원심분리(500×g, 15
분)하여 상층액을 50 μL 취하고, Quantikine Human CXCL8/ 
IL-8 ELISA kit(R&D systems, Minneapolis, MN, USA)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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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후 각 well의 단백질을 정량하여 IL-8의 양

을 단백질 양으로 나누어 보정하였다.

6. Macrophage colony-stimulating factor(M-CSF) 분비 측정

염증성 사이토카인 M-CSF의 분비에 대한 알로에 베라 추

출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IL-8 분비 

측정 실험과 동일하게 추출물을 세포에 처리한 후 상층액을 

100 μL 취하고, Quantikine Human M-CSF ELISA kit(R&D systems,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하여 실험한 후 54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측정값을 단백질 양으로 나누어 보정하였다.

7.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는 평균±오차로 

표시하였다. 각 실험군별 유의차는 Student’s t-test를 시행하

여 9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세포 사멸

알로에 베라 추출물이 HepG2 세포의 사멸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0.001~100 μg/mL 농도의 알로에 베라 추

출물을 처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대조

군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였다(Fig. 1). 0.001~100 μg/mL의 모

든 농도에서 알로에 베라 추출물은 세포사멸을 유도하지 않아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Fig. 1. Effect of Aloe vera extract on cell viability by 
HepG2 cells. HepG2 cells were treated Aloe vera extract. 
After 24 h MTT assay was conducted. Results presented as 
% of control.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D. (n=3). 
No significant alteration of cell viability was observed in 
Aloe vera extract treatment (p<0.05).

2.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알로에 베라 추출물이 HepG2 세포에 염증을 유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정도를 측정하였

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Huang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혈

청 IL-1β, IL-2r, IL-6, TNF-α가 급성 C형 간염이나 만성 C간

염 환자보다 간경화 및 간암 환자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유의

적 증가를 보여 이들 지표가 간의 염증보다는 간경화 및 간암 

등과 같은 간기능 손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간염 환자의 사이토카인 수준을 측정한 연구들에

서(Elewa 등 2006; Zimmerman 등 2011) IL-8 및 M-CSF가 고

농도로 검출되었다. 또한 HepG2를 이용한 in vitro 실험에서

도 IL-8은 간염증 유발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및 LPS에 의

해 분비가 촉진되었고(Gutierrez-Ruiz 등 2001), HepG2 세포가 

M-CSF mRNA를 발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체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염 환자들에게서 유의적으로 증

가되었다고 보고된 사이토카인인 IL-8과 M-CSF가 HepG2 세
포에서도 분비되거나 유전자가 발현되므로, in vivo에서의 염

증을 예측하기에 적절한 in vitro 지표로 사료되어 본 실험의 

염증반응 지표로 선정하였다.
알로에 베라 추출물에 의한 HepG2 세포의 IL-8의 분비량

을 측정하고, 이를 대조군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었다(Fig. 2). 
그 결과, 알로에 베라 추출물은 0.001~100 μg/mL의 농도에서 

15.7~25.8%까지 IL-8의 분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p<0.05). 
Gutierrez-Ruiz 등(2001)은 에탄올, lipopolysaccharide(LPS), 아
세트알데히드 처리에 의해 HepG2 세포의 IL-8 분비가 각각 

39, 51, 58%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 물질은 

식품이 아닌 간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들인 반면, 본 실

Fig. 2. Effect of Aloe vera extract on IL-8 secretion by 
HepG2 cells. HepG2 cells were treated Aloe vera extract. 
After 24 h IL-8 secretion was investigated. Results presented 
as % of control.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D. (n=3);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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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서의 알로에 베라는 건강기능식품이며, 세포사멸을 유도

하지 않는 농도에서도 최대 25.8%의 IL-8 분비를 증가시킨 

것은 알로에 베라가 간의 염증반응과 분명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IL-8은 염증 시 다양한 세포에서 분비가 증가되는 

사이토카인이다. Zimmerman 등(2011)은 알코올 및 C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간질환이 있는 사람의 혈청에서 IL-8이 고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이는 간의 염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질

환 환자에서 혈청 IL-8 수준이 증가하여 IL-8과 간염이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Elewa 등 2006). HepG2 세포를 

이용한 in vitro 연구에서도 H2O2, 아세트알데히드, LPS와 같

은 염증 유발 물질을 처리했을 때 IL-8의 분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Gómez-Quiroz 등 2003), HepG2 세포를 이용하여 IL-8
의 분비 양상을 측정하는 것은 식품 및 약물에 의한 간염을 

예측하기 위한 타당한 in vitro 실험법이라고 사료된다.
간세포에 대한 알로에 베라 추출물의 염증 유발 여부를 알

아보기 위해 또 다른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M-CSF의 분비를 

측정한 결과(Fig. 3), 0.001~100 μg/mL의 알로에 베라 추출물

은 36.3~61.5%까지 M-CSF의 분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

(p<0.05). M-CSF은 염증 반응시 분비가 촉진되는 사이토카인

으로, 급성 및 만성 간염이 있는 사람에게서 M-CSF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Itoh 등 1994). M-CSF는 HepG2 세포

에서도 발현되는 사이토카인이어서(Russwurm 등 1998; Stonāns 
등 1999), IL-8과 마찬가지로 알로에 베라 추출물에 의한 간

염을 예측하고 기전을 연구하기 위한 in vitro 지표로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건강기능식품은 약과는 달리 낮은 농도로 오랫동안 섭취

Fig. 3. Effect of Aloe vera extract on M-CSF secretion 
by HepG2 cells. HepG2 cells were treated Aloe vera extract. 
After 24 h M-CSF secretion was investigated. Results pre-
sented as % of control.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 
S.D. (n=3);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포괴사 등 심각한 독성을 나타내

는 고농도보다는 약한 독성을 나타내는 저농도에서의 안전

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세포생존율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저농도에서 알로에 베라 추출물에 의해 IL-8
과 M-CSF의 분비가 관찰된 것은 알로에 베라 추출물이 세포

사멸이라는 심각한 독성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염증성 사이

토카인에 의해 매개되는 약한 염증반응과 관련한 독성을 나

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알로에 베라 추출물을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독성 간염이 

발생한 사례가 2005년 이후 보고되고 있다(Rabe 등 2005; Kanat 
등 2006; Bottenberg 등 2007; Curciarello 등 2008; Yang 등 

2010). 이러한 사례는 알로에 베라 추출물에 의해 HepG2 세
포에서 사이토카인이 분비된 본 연구 결과와 상응한다. 따라

서 알로에 베라 추출물에 의한 간염은 간세포로부터 IL-8과 

M-CSF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에 의해 중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HepG2 세포를 이용한 

IL-8과 M-CSF의 분비 측정이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독성 간

염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in vitro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염증반응은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낮은 농도의 약물에 대

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어서, 일단 간에 염증이 유발되면 간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저농도의 약물도 세포독성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Luyendyk 등 2003; Watkins & Seeff 2006). 따라

서 알로에 베라 추출물에 의해 간염이 생기면 추가로 노출되

는 다른 식물 제제 및 약물에 대한 독성 민감도를 높여 심각

한 독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알로에 베라 추출물의 간염 

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염은 알로에 베라 추출물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간독성의 한 형태로 나타나, 알로에 베라 추출물을 건강

기능식품으로서 안전하게 판매하고 섭취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전 연구 및 안전성 실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최근 알로에 베라 섭취에 의한 독성 간염이 보고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 알로에 베라의 간에 대한 염증 효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알로에 베라 에탄올 추출물이 간

세포의 염증 발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전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0.001~100 μg/mL의 알로에 베라 추출물을 HepG2 
세포에 처리하여 MTT assay를 시행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세

포사멸이 유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농도에서 알로에 베

라 추출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8의 분비를 15.7~25.8%
까지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p<0.05). 또 다른 사이토카인인 

M-CSF도 알로에 베라 추출물에 의해 36.3~61.5%까지 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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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비가 증가되었다(p<0.05). 본 연구 결과는 알로에 베

라 추출물이 IL-8과 M-CSF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기전에 의해 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알로에 추출물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간염기전을 제시함으

로써, 향후 수행될 추가 실험을 위한 기초 자료로 그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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