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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ercetin is a polyphenol compound with excellent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y. However, little has

been reported about the efficacy of quercetin to control psoriasis.

Thus,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quercetin to regulate

psoriatic dermatitis with HaCaT cell lines activated by TNF-α and

IL-17A, which are in vitro psoriasis skin models. When quercetin

was treated with TNF-α-activated HaCaT cell line, inflammatory

cytokine expressions such as IL-1α, IL-1β and IL-6 were reduced

by 49.1±7.14, 42.8±8.16, and 34.5±2.52%, respectively. In addition,

mRNA expression levels of IL-8 and CCL20 the chemokines that

attract immune cells such as Th17 cells and dendritic cells to the

inflammatory reaction site, were also reduced by 38.4±5.83 and

52.9±4.59% compared to the TNF-α treatment group. The expression

of proteins KRT6A and KRT16, which was nonspecifically increased

in psoriatic skin was also significantly suppressed. Moreover,

phosphorylation of IκBα and STAT3 proteins activated by TNF-

α was also significantly inhibited. After stimulating the HaCaT

with IL-17A, known as another psoriasis-inducing cytokine, it

was observed that IκBα mRNA expression decreased by 55.8±

5.28%, and STAT3 phosphorylation was downregulated by 36.3±

6.81%. Finally, after co-activation by TNF-α/IL-17A, quercetin

inhibited all of IL-1α, IL-1β, IL-6, TNF-α and CCL20 gene

expression. The abov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quercetin is a

material that has not only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but also has an activity in improving psori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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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 내 피부조직은 외부 충격이나 병원성 미생물 감염 등에

의해 피부 손상이 발생하면 염증성 면역 반응과 피부 재생 기

작이 조화롭게 이어져 항상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피부 내 염

증 조절의 실패는 오히려 피부조직 손상을 유발하고, 급성 또

는 만성 염증질환의 발병 원인이 된다[1,2]. 대표적인 자가면역

피부질환으로 알려진 건선(psoriasis) 피부염 발생 주변에는 C-

C motif chemokine ligand 20 (CCL20), IL-1, IL-6, IL-8, IL-

17 등의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 분비에 의한 광범위한 염증

반응과 각질형성세포의 비정상적인 분화로 인한 두꺼워진 각질

층이 나타난다[3-6]. LARC (Liver and activation-regulated chemokine),

Macrophage inflammatory protein-3 alpha로도 알려지는 CCL20

은 피부 각질형성세포, 기관지 상피 및 내장 상피세포와 같은

표면 상피세포에서 주로 발현되며, 특정 수용체인 C-C motif

chemokine receptor 6과 결합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항원을 표면

에 표지하는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 및 T helper (Th)17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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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염증 부위로 유인하여 염증반응을 더욱 촉진시킨다[7-9].

따라서 건선 피부염 발생과 CCL20에 의한 Th 세포의 유인 및

활성화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건선 치료 관점에서 CCL20

조절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10,11]. 또한 건선 피부는 NF-κB

STAT3 전사인자의 발현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로 인해 과

도한 염증 반응이 촉진되는 경향을 보인다[12-15].

건선피부염에서는 많은 종류의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및 염

증성 분자의 생성과 함께 각질 세포의 비정상적인 케라틴 단백

질 발현 패턴이 발견된다[16]. 상피 세포 골격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 단백질은 각질형성세포 내 단백질 중 약 30-80%를 차

지하며, I형과 II형 타입의 케라틴이 쌍을 이루어 피부 표피의

구조적 안정성 및 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

상 피부조직에서 표피층은 가장 바깥 부분에 위치하며, 기저층

에서 각질층까지 각질형성세포의 분화가 일어난다. 분화 과정

중 기저층에서는 주로 KRT5-KRT14 단백질이 발현되지만, 분

화가 시작되면서 KRT5-KRT14 단백질은 감소하고, 대신 KRT1-

KRT10 단백질 발현이 관찰된다[17]. 반면, 건선처럼 염증반응

이 활성화된 각질세포에서는 KRT1-KRT10 단백질들은 하향 조

절되고, KRT6/16/17 단백질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된다. 피부조

직에서 손상된 각질 세포는 핵산 및 단백질과 같은 다양한 손

상 관련 분자 패턴(DAMP)을 방출하고, 이들은 MAPK 및 전

사 인자를 포함한 신호 전달 분자를 활성화시킨다. 이때 NF-

κB, CEBPβ 및 AP1은 핵으로 이동하여 KRT6, KRT16 및

KRT17의 전사를 더욱 촉진한다. Th17 세포 유래 IL-17, IL-22

는 ERK1/2 및 STAT1/3의 활성화를 초래하여 KRT17 발현을

유도한다[18-20].

일반적으로 폴리페놀 화합물은 면역세포의 사이토카인 생성

및 분비 조절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데, 이 중 대표적 플라보

노이드 계열 화합물인 quercetin은 양파 껍질, 케일 등 자연 내

많은 식물 속에 함유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항산화, 항염증 활

성 등 다양한 생물학적 효능이 보고 되었다[21-24]. Quercetin

은 LPS로 유도된 대식세포 RAW264.7에서 NO, iNOS, COX-

2 발현을 억제하였고, p38, JNK1/2, ERK1/2, IκB, IRAK1,

TRAF6, TAK1의 활성화를 저해하였다[25,26]. 또한 인간 제대

정맥 내피 세포(HUVEC)에서 H2O2로 유도된 산화적 손상 및

염증에 대해서도 혈관 세포 부착 분자1 (VCAM-1) 및 CD80

발현을 감소시켰다[27]. 최근에는 IMQ-유도 건선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 NF-κB 신호 활성화 억제하여 TNF-α 뿐 아니라 IL-

6, IL-17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저해시키는 것이 보고되

었다[28]. 그러나, 건선 피부염 발병과 밀접한 CCL20 발현 조

절에 대한 결과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in vitro 건선 모델인 TNF-α/IL-17A 유도 HaCaT 세포주

모델에서 quercetin에 의한 CCL20 및 케라틴 단백질 조절 기

능을 규명하고 건선 억제 효능을 규명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quercetin hydrate는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dimethyl sulfoxide에 10

mg/mL 농도로 용해한 뒤 −20 oC에 보관하였다. TNF-α는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IL-

17A는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였

으며, 모두 PBS (Welgene, Gyeongbuk, Korea) buffer에 녹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HaCaT 세포주(Human keratinocyte cell lines)는 고려대학교

(Seoul, Republic of Korea)에서 분양 받았으며,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Welgene, Gyeongbuk, Korea)에

10% Fetal bovine serum (Welgene)과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Grand Island, NY, USA)을 혼합한 배지를 이용해

37 oC , CO2 5%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접시에 세포가 70-

80%로 증식하면 Trypsin-EDTA Solution, 1X (Welgene)을 이

용하여 배양 접시에 부착된 세포를 분리시켜 계대 배양 하였다.

세포독성 실험

Cell counting kit-8 (CCK-8 assay, DogenBio, Seoul, Korea)

방법으로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HaCaT 세포를 24-well plate

에 5.0×104 cells/well로 분주하여 37 oC, CO2 5%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안정화시켰다. 이때 serum-free 배지를 이용하여

quercetin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분주한 뒤 최대 72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기존 배지를 제거한 후 phenol red-free 배지와

CCK-8 용액을 각각 10:1로 희석하여 well에 500 μL씩 분주하

였고 30분간 반응시킨 후 상등액만 별도로 채취하여 450 nm

조건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아래 수식에 따

라 측정되었다.

Cell viability (%)=

a: Quercetin 처리군의 흡광도
b: CCK-8 solution의 흡광도
c: 대조군의 흡광도

RNA 추출 분리 및 real time RT-PCR

HaCaT 세포주를 6-well plate에 4.0×105 cells/well로 분주하여

37 oC, CO2 5%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안정화시켰다. 이때 건

선 유발을 위해 TNF-α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및 IL-17A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를

각각의 농도 조건에서 처리한 후 serum-free 배지 조건에서

quercetin을 각 농도별로 동시 처리하였다. TRIzol reagent

(Ambio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total RNA를 추출

하고, Revertra ACE kit (Toyob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cDNA로 역전사하였다. PCR 반응은 StepOnePlus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장비를 이용하여 50 oC 2

분, 95 oC 10분 holding stage, 95 oC 15초, 60 oC 1분 cycling

stage로 총 45회 실시하였다. 위 실험에서 사용한 probe들은

Table 1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Western blot을 활용한 단백질 발현의 분석

HaCaT 세포주를 6-well plate에 8.0×105 cells/well로 분주하여

37 oC, CO2 5%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안정화하고, serum-free

배지 조건에서 TNF-α (20 ng/mL)와 quercetin을 농도별로 처리

OD
sample

a OD
blank

b–

OD
sample

c OD
blank

b–
-----------------------------------------------

⎝ ⎠
⎜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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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기존 배지를 제거한 뒤 차가운 DPBS (Welgene)로 3회

washing 하였다. RIPA Buffer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 Protease and Phosphatase Inhibitor cocktail (Thermo

Fisher Scientific) 혼합액을 100 μL를 분주한 뒤 단백질을 추출

하고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PVDF membrane에 transfer시킨

뒤 4 oC에서 primary antibody (1:1000)를 처리하였다. 그 후

secondary antibody (1:10000)를 1시간 동안 처리한 뒤 ECL

용액(Bio-rad, Hercules, CA, USA)을 PVDF membrane 위에

분주하고, 이미지 처리 장치(MicroChemi 4.2, DNR, Neve

Wamin, Israel)를 이용하여 단백질 발현을 관찰하였다. 이후

Image J 프로그램(N.I.H, Bethesda, MD, USA)을 통해 단백질

의 발현량을 정량화 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항체는 Table

2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을 실시하여 각 군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해 표기 하였으며, Student’s t-test를 활용하여 p 값

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TNF-α 유도 HaCaT 세포주에서 quercetin에 의한 CCL20 발

현 억제

TNF-α 및 quercetin이 HaCaT 세포주에 미치는 독성을 평가하

기 위해 CCK-8 assay를 수행하였다. Serum-free 조건에서

TNF-α (20 ng/mL)와 quercetin을 동시 처리한 결과, quercetin

10 μg/mL 농도 조건에서 세포 생존율이 131.5±7.13%로 세포

독성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Fig. 1A). 따라서 이후 실험에서

는 TNF-α를 20 ng/mL, quercetin의 최대 농도는 10 μg/mL으로

설정하였다. 건선 피부염 시험 모델인 TNF-α 유도 HaCaT 세

포주에 quercetin을 최대 10 μg/mL 농도 조건으로 처리한 후

염증성 사이토카인 IL-1α, IL-1β, IL-6의 mRNA 발현을 확인

한 결과, TNF-α 단독 처리군에서 IL-1α mRNA 발현량은 무처

리군 대비 2.5±0.40배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brazilin은 TNF-α 처리군 대비 64.3±4.56% 감소하였으며,

quercetin 2.5, 5, 10 μg/mL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TNF-α 처리

군 대비 각각 33.8±9.00, 37.8±9.98, 49.1±7.14% 감소하였다

(Fig. 1B). 또 다른 염증성 사이토카인 IL-1β에서는 quercetin

10 μg/mL 농도 처리군에서 TNF-α 처리군 대비 약 42.8±

8.16% 감소 하였다(Fig. 1C). Quercetin에 의한 IL-6, IL-8

mRNA 발현양 또한 quercetin에 의해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Fig. 1D, 1E). 건선 피부염의 중요한 인자인 CCL20 케모카인

의 mRNA 발현 변화를 관찰한 결과, TNF-α에 의해 활성화된

HaCaT 세포주에서 CCL20 mRNA 발현량이 무처리군 대비

5.6±0.55배 증가되어 TNF-α 유도 HaCaT 세포주에서 CCL20

mRNA 발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성 대

조군인 brazilin을 7 μg/mL 농도 조건으로 처리하였을 때 TNF-

α 단독 처리군 대비 약 79.0±2.23% 감소하였고, 동일한 조건

에서 TNF-α와 quercetin을 각 농도별로 동시 처리한 결과

TNF-α 단독 처리군 대비 각각 19.5±5.71, 32.5±4.64, 52.9±

4.59% 감소하여 농도 의존적 방식으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Fig.

1F). 마지막으로 건선에서 비특이적으로 증가되는 KRT6A 및

KRT16의 발현 변화를 관찰한 결과, KRT6A 및 KRT16 유전자

Table 1 Gene name and assay ID number in real-time PCR analysis

Symbol Gene name Assay ID

GAPDH Glyceraldehyde-3-phophate dehydrogenase Hs02786624_g1

IL-1α Interleukin 1 alpha Hs00174092_m1

IL-1β Interleukin 1 beta Hs01555410_m1

IL-6 Interleukin 6 Hs00174131_m1

IL-8 (CXCL8) C-X-C motif chemokine ligand 8 Hs00174103_m1

CCL20 C-C motif chemokine ligand 20 Hs01011368_m1

KRT6A Keratin 6A Hs01699178_g1

KRT16 Keratin 16 Hs00373910_g1

IκBα (NFKBIA) Nuclear factor of kappa light polypeptide gene enhancer in B-cells inhibitor, alpha Hs00355671_g1

Table 2 Protein and antibody catalog number in western blot analysis

Symbol Protein name Assay ID

GAPDH Glyceraldehyde-3-phophate dehydrogenase MA5-15738b

IκBα Nuclear factor of kappa ligth polypeptide gene enhancer in B-cells inhibitor, alpha 39-7700b

p-IκBα Phospho-nuclear factor of kappa light polypeptide gene enhancer in B-cells inhibitor, alpha 9246a

STAT3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 4904a

p-STAT3 Phospho-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 9145a

Goat anti-Rabbit IgG(H+L) Secondary Antibody, HRP 31460b

Goat anti-Mouse IgG(H+L) Secondary Antibody, HRP 31430b

a Cell Signaling Technology 
b Inv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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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Quercetin inhibited pro-inflammatory cytokine, chemokine and psoriasis related keratins. (A) The cytotoxicity was evaluated by the CCK-8

assay and the maximum concentration of quercetin was determined to be 10 μg/mL. Quercetin decreased mRNA expression of (B-D) pro-

inflammatory ckyokines, (E, F) chemokines and (G, H) psoriasis related keratin on TNF-α stimulated HaCaT cells. Gene expression levels were

confirmed by real time RT-PCR analysis. All experimental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after repeating 3 experiments.
#
p <0.05, ##

p <0.01, ###
p <0.001, compared to control, *p <0.05, **p <0.01, ***p <0.001, compared to TNF-α 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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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mRNA 발현량 또한 quercetin에 의해 농도 의존적 방식으

로 감소하였다(Fig. 1H). 위 결과들을 통해 quercetin은 TNF-α

로 유도된 HaCaT 세포주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분

비를 억제할 뿐 아니라 건선 피부에서 비특이적으로 증가하는

KRT6A/16 발현 또한 유의적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Quercetin에 의한 IκBα 및 STAT3 단백질 인산화 조절

각질형성세포 내 CCL20 단백질 발현은 NF-κB 및 STAT3 신

호전달 기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29]. 따라서 TNF-α에

의해 유도된 HaCaT 세포주에서 quercetin에 의한 CCL20 신호

전달 조절 메카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western blot 기법을 활

용하여 IκBα/NFκB complex 내 IκBα의 인산화 조절 여부를

확인하였다. TNF-α로 유도된 HaCaT 세포주에서 인산화된

IκBα 단백질은 약 6.7±0.07배 증가하였고, quercetin을 각각 농

도별 2.5, 5, 10 μg/mL로 처리한 결과 IκBα 단백질의 인산화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Fig. 2A). 인산화된 IκBα 단백질은 양

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brazilin 처리군에서 약 92.2±3.05% 감소

하였고, quercetin 2.5, 5, 10 μg/mL 처리군에서는 TNF-α 단독

처리군 대비 17.3±2.41, 75.8±3.57, 91.1±2.10% 감소하였다

(Fig. 2B). 이는 quercetin이 IκBα 단백질 인산화 억제를 통해

CCL20 유전자 발현을 유의성 있게 억제함을 보여준다. 또한

TNF-α에 의한 CCL20 발현 조절 기작은 STAT3 단백질 활성

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TNF-α에 의해 유도된

HaCaT 세포주에서 quercetin에 의한 STAT3 단백질의 인산화를

관찰하였다. TNF-α로 유도된 HaCaT 세포주에서 인산화된

STAT3 단백질은 6.9±0.12배 증가되었고, quercetin에 의해

STAT3 단백질 인산화가 유의성 있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Fig. 2C). 이를 정량 분석한 결과,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brazilin은 약 96.3±0.40% 감소시켰고, quercetin 10 μg/mL 농

도 조건에서 99.1±0.27% 감소시켰다(Fig. 2D). 위 결과를 토대

로 TNF-α로 활성화된 HaCaT 세포주에서 quercetin에 의한 염

증성 사이토카인 및 CCL20 케모카인의 발현 조절 기작은

IκBα 및 STAT3 인산화 신호조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IL-17A 신호 기작에서 quercetin에 의한 IκBα 및 STAT3 조절

TNF-α와 함께 건선 유발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IL-17A에 의

한 신호조절에서 quercetin의 관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

저, CCK-8 assay를 통해 IL-17A 및 quercetin에 의한 세포 독

성을 확인하였다. HaCaT 세포주에 IL-17A를 100 ng/mL 농도

로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 대비 112.4±2.07% 세포 생존율을 보

였으며, IL-17A와 quercetin (10 μg/mL)을 동시 처리한 시험군

에서는 무처리군 대비 119.4±0.57%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여 추

후 실험에 적용하였다. 건선 유발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IL-17

Fig. 2 Effect of quercetin on protein expression of p-IκBα and p-STAT3 in TNF-α induced HaCaT cells. (A) Quercetin suppressed phosphorylation of

IκBα and STAT3 in TNF-α stimulated HaCaT cell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C) STAT3 phosphorylation was down regulated by

quercetin as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B, D) Quantification of p-IκBα and p-STAT3 protein expression level using Image J programs. All

experimental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after repeating 3 experiments. ###
p <0.001, compared to control, **p <0.01,

***p <0.001, compared to TNF-α treated control



216 J Appl Biol Chem (2020) 63(3), 211−219

은 NF-κB 및 STAT3 기작을 포함하는 신호 전달을 통해 각질

형성세포가 다양한 케모카인, 사이토카인 및 다른 염증성 매개

체를 생성하도록 자극한다[30,31]. 따라서 IL-17A 처리 조건에

서 quercetin에 의한 IκBα mRNA 변화를 관찰하였다. IL-17A

처리군은 무처리군 대비 1.4±0.09배 증가하였고, IL-17A 및

quercetin 10 μg/mL 농도로 동시 처리한 결과 IL-17A 단독 처

리군 대비 각각 55.8±5.28% mRNA 발현이 감소하였다(Fig.

3B). 또한 IL-17A로 유도된 HaCaT 세포주에서 quercetin에 의

한 STAT3 인산화 조절 여부를 관찰한 결과, 무처리군 대비 IL-

17A 처리군에서 STAT3 단백질 인산화가 유도된 것을 확인하

였고, quercetin은 유의성 있게 STAT3 단백질의 인산화를 억제

하였다 (Fig. 3C). 인산화된 STAT3 단백질 정량 분석 결과,

quercetin 10 μg/mL 처리군에서 약 36.3±6.81% STAT3 단백

질 인산화를 억제하였다(Fig. 3D). 따라서 quercetin은 IL-17A로

유도된 HaCaT 세포주에서 IκBα mRNA 발현 뿐 아니라

STAT3 단백질의 인산화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NF-α/IL-17A로 동시 유도된 HaCaT 세포주에서 quercetin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마지막으로 HaCaT 세포주에 TNF-α 및 IL-17A를 동시 처리하

여 활성을 유도한 후, quercetin의 사이토카인 발현 조절 기능

을 관찰하였다. IL-1α mRNA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 TNF-α/

IL-17A 처리군은 무처리군 대비 2.5±0.07 배 증가하였으며

quercetin 2.5, 5, 10 μg/mL 처리군은 TNF-α/IL-17A 처리군

대비 각각 30.6±8.43, 30.6±5.87, 10.3±6.51% 감소하였다(Fig.

4A). IL-1β 유전자 발현은 TNF-α/IL-17A 처리군에서 무처리군

대비 2.0±0.21 배 증가하였고, quercetin을 농도별로 처리한 결

과 TNF-α/IL-17A 처리군 대비 각각 35.7±5.67, 39.0±5.48,

39.2±2.44% 감소하였다(Fig. 4B). IL-6 mRNA 발현량은

quercetin 단독 처리군에서 무처리군 대비 13.5±0.68% 감소하

였고, TNF-α/IL-17A 처리군은 무처리군 대비 3.8±0.44 배 증

가하였다. 이때 quercetin 2.5, 5, 10 μg/mL 처리군은 각각

27.2±7.00, 13.3±4.16, 16.1±5.30% 감소하였다(Fig. 4C). TNF-

α mRNA TNF-α/IL-17A 처리군에서 무처리군 대비 4.6±0.30

배 상향 조절되었다. 동시에 quercetin 10 μg/mL 농도 처리군에

서는 TNF-α/IL-17A 처리군 대비 14.5±5.63% 감소하였지만 통

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Fig. 4D). 마지막으로 CCL20

mRNA 발현량을 확인하였을 때, TNF-α/IL-17A 처리군에서는

무처리군 대비 8.7±0.53배로 발현이 증가하였고, 이때 quercetin

을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2.5 μg/mL 농도에서는 CCL20

mRNA 발현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5, 10 μg/mL 농도에서

Fig. 3 Quercetin down regulates IκBα and STAT3 phosphorylation in the presence of IL-17A. Cell viability was analyzed by CCK-8 assay to

understand the effect of IL-17A. (A) Concentration of 10 μg/mL was found to be the maximum concentration without inducing cytotoxicity. (B)

Quercetin suppressed IκBα mRNA expression as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in IL-17A induced HaCaT cells. (C) Protein expression of STAT3

was examined using western blot. (D) Quantification of p-STAT3 protein expression level using image J program. All experimental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after repeating 3 experiments. #
p <0.05, ##

p <0.01, ###
p <0.001 compared to control, *p <0.05, **p <0.01

compared to IL-17A 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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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4.0±2.23, 54.6±0.81% 감소되었다(Fig. 4E). 이러한 결과

들은 quercetin이 TNF-α 또는 IL-17A 단독 처리 조건에서 나

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TNF-α/IL-17A 유도 HaCaT 세포주에

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의 유전자 발현이 유의적으

로 억제함을 보여준다.

고 찰

Quercetin은 과일, 채소에서 널리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 중 하

나이며 항산화, 항염증, 항고혈압, 혈관 확장, 항비만 등 다양한

생물학적 및 약리학적 특성을 가진다[32,33]. 그러나, 건선과 같

Fig. 4 Effect of quercetin on cytokine suppression in TNF-α/IL-17A induced HaCaT cells. After stimulation with TNF-α/IL-17A, mRNA expression

level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were examined by real time RT-PCR. (A) IL-1α, (B) IL-1β, (C) IL-6, (D) TNF-α, (E) CCL20. All experimental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after repeating 3 experiments. #
p <0.05, ##

p <0.01, ###
p <0.001, compared to control, *p <0.05,

**p <0.01, compared to TNF-α/IL-17A 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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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가면역성 만성 피부질환 등에 대한 quercetin의 효능과 활

성 연구는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피층을

이루는 인간 각질형성세포인 HaCaT 세포주를 활용해 quercetin

이 피부 염증 개선에 미치는 효과와 작용 기전을 밝히고자 하

였다. 건선은 대표적인 피부 자가면역 질환으로 각질형성세포에

서 생성되는 케라틴 단백질의 과발현 및 과각화로 인한 두꺼운

각질층 형성, 그리고 면역 세포들로부터 과도한 사이토카인, 케

모카인 분비로 인한 만성 피부 염증 유발이 가장 큰 특징이다

[34]. TNF-α 및 IL-23/IL-17은 건선 발병 인자로 알려지며, 특

히 IL-17A는 각질형성세포에서 CXCL1, CXCL2, CXCL8 및

CCL20을 생산을 상향 조절하여 조직 병리학적 특징을 초래한

다[35]. CCL20은 건선에서 과다 발현되는 케모카인 중 하나로

면역세포를 피부 염증 부위로 유인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켜 과

도한 염증 반응을 가져온다. 특히 피부각질형성세포에 TNF-α

가 TNF 수용체에 결합하면 TRADD, TRAF2, NIK1, IKKα/β

단백질 신호전달 기작을 통해 IκBα 인산화가 이뤄지고 이는 전

사조절 인자인 NF-κB p65 단백질이 핵 내로 이동하여 궁극적

으로 IL-1β, IL-6, IL-8 및 CCL20 유전자의 mRNA가 합성된

다[36-39]. 이때 분비된 IL-6는 IL-6 수용체에 결합하여 STAT3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CCL20 발현을 더욱 촉진한다

[40,41].

케라틴은 상피의 유형, 세포 분화 단계 및 상황에 의존한다.

따라서 케라틴 유전자 및 단백질은 건강 및 질병에서 상피 세

포의 상태를 추적하기 위해 분자 마커를 제공한다. 비정상적인

각질 발현 패턴은 건선 각질 세포에서 발견되며 질병의 특징으

로 간주된다. 건선에서는 KRT6, KRT16 및 KRT17의 발현이

표피에서 과도하게 증가한다[42].

본 연구에서는 시험관 내 건선 유사 모델인 TNF-α 또는 IL-

17A 단독 처리 조건 및 TNF-α/IL-17A 동시 처리 조건에서 유

도된 HaCaT 세포주를 사용하여 quercetin의 건선 피부염 개선

효능을 관찰하였다. 먼저 quercertin은 TNF-α 유도 HaCaT 세

포주에서 quercetin은 IL-1α, IL-1β, IL-6, IL-8 및 CCL20 mRNA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quercetin은 IκBα 및

STAT3 단백질의 인산화를 억제하였다. 결론적으로, quercetin이

TNF-α 유도된 HaCaT 세포주에서 NF-κB, STAT3 신호전달 활

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CCL20 케모카인

발현을 효과적으로 저해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 뿐만 아니

라 quercetin은 건선에서 발현되는 KRT6A, KRT16 유전자

mRNA 발현과 IL-17A 자극에 의한 IκBα mRNA 수준 및

STAT3 인산화를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TNF-α/IL-

17A 동시 처리하여 HaCaT 세포를 자극한 후 quercetin에 의해

IL-1α, IL-1β, IL-6, TNF-α 및 CCL20 mRNA 발현이 억제되

어 in vitro 세포 수준에서는 최대 10 μg/mL 조건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선 피부염 유발 인

자들의 quercetin에 의한 선택적 제어를 보여주며, 이는 건선 피

부염 개선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건

선 피부염 세포 모델에서의 quercetin 효능 결과를 바탕으로 전

임상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을 통해 건선 피부염 개선 후보 물

질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 록

Quercetin은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이 잘 알려져 있으나, 건선

피부염 조절에 대한 효능 연구는 거의 보고된 것이 없어, in

vitro 건선 피부염 시험 모델인 TNF-α/IL-17A 유도 HaCaT 세

포주를 이용해 quercetin에 의한 건선 피부염 개선 효과를 규명

하였다. 먼저, TNF-α에 의해 활성화된 HaCaT 세포주에

quercetin을 처리한 결과, IL-1α, IL-1β, IL-6 등 염증성 사이토

카인 발현이 TNF-α 처리군 대비 각각 49.1±7.14, 42.8±8.16,

34.5±2.52% 억제되었다. Th17세포 및 수지상세포 등 면역세포

를 염증 반응 부위로 유인하는 케모카인 IL-8 및 CCL20의

mRNA 발현량 또한 TNF-α 처리군 대비 38.4±5.83, 52.9±4.59%

감소하였다. TNF-α 자극에 의해 건선피부에서 비특이적으로 증

가되는 케라틴 단백질 KRT6A 및 KRT16 발현뿐만 아니라,

IκBα 및 STAT3 단백질의 인산화 또한 quercetin에 의해 유의

적으로 억제되었다. 또 다른 건선 유발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IL-17A로 HaCaT 세포주를 자극한 후 quercetin에 의한 영향을

관찰한 결과, IκBα mRNA 발현은 55.8±5.28% 감소하였고,

STAT3 인산화는 36.3±6.81% 하향 조절되었다. 마지막으로

TNF-α/IL-17A를 동시 자극한 HaCaT 세포주에 quercetin을 처

리한 결과, IL-1α, IL-1β, IL-6, TNF-α, CCL20 유전자 발현이

모두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quercetin은 기존 항

산화, 항염증 활성뿐만 아니라 건선 피부염 개선에 활성을 갖

는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 C-C motif chemokine ligand 20 · Keratinocyte · Psoriasis

· Quercetin ·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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