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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닌(Wogonin)이 poly I:C로 유발된 TM4세포 내

하이드로겐퍼록사이드 생성에 미치는 영향

박완수#*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Effect of Wogonin on Intracellular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of TM4 Mouse Sertoli cells stressed with polyinosinic:polycytidylic acid

Wansu Park#*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Seongnam 13120, Republic of Korea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ogonin on the production of hydrogen peroxide in 

polyinosinic:polycytidylic acid (poly I:C)-stimulated TM4 mouse sertoli cells.

Methods : TM4 were treated with poly I:C (50 ug/mL) and wogonin at concentrations of 5, 10, 25, and 50 µM for 

30 min, 2 hr, 12 hr, 18 hr, and 24 hr. The production of intracellular hydrogen peroxide was measured by 

dihydrorhodamine 123 assay. 

Results : For 30 min, 2 hr, 12 hr, 18 hr, and 24 hr treatment, wogonin significantly inhibited intracellular hydrogen 

peroxide productions of TM4 at the concentration of 5, 10, 25, and 50 µM (p <0.05). In details, production of hydrogen 

peroxide in poly I:C-stimulated TM4 treated for 30 min with wogonin at concentrations of 5, 10, 25, and 50 µM was 

95.67%, 92.69%, 92.05%, and 91.97% of the control group treated with poly I:C only, respectively; the production of 

hydrogen peroxide for 2 hr was 94.44%, 94.41%, 93%, and 92.98%, respectively; production of hydrogen peroxide for 

12 hr was 96.78%, 95.32%, 94.33%, and 93.17%, respectively; production of hydrogen peroxide for 18 hr was 94.7%, 

93.4%, 93.38%, and 93.35%, respectively; and production of hydrogen peroxide for 24 hr was 95.75%, 94.77%, 94.58%, 

and 92.8%, respectively.

Conclusions : Wogonin might have anti-viral property related with its inhibition of intracellular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in poly I:C-stimulated TM4 cell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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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고닌(wogonin; 5,7-Dihydroxy-8-methoxyflavone; 

Figure 1)은 O-methylated flavone(methoxyflavonoids)의 

한 종류로서 분자식은 C16H12O5이며 황금(黃芩: Scutellaria 

Radix)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이다.1) 2002년도에 발표된 Hui 

등1)의 보고에 의하면, 우고닌은 감마-아미노부트릭산(에이)

수용기복합체(가바수용기복합체, GABA receptor complex)의 

벤조디아제핀 자리(benzodiazepine site)에 작용함으로써 가

바수용기복합체의 양성적 알로스테릭성 변조를 일으키고, 그를 

통하여 항불안작용을 나타내지만, 이러한 항불안작용은 진정

제성부작용(sedative side effect)이나 근이완성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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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relaxant side effect)을 수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1) 이와같은 항불안작용 외에도 항염증작용, 항알러지작용 

등의 다양한 우고닌의 의학적 효능에 대해 생의학적 실험연구

와 임상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2) 즉, 우고닌에 

대해서 항염증작용 이외에도 항산화효과, 항바이러스작용, 항

혈전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자살사와 소포체스트레스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ER stress)를 완화하고, 

심혈관질환치료에 대한 가능성과 당뇨병치료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2) 이와 같이 우고닌에 대한 다양한 생의학적 

효능·활성에 대한 많은 보고가 이루어져왔지만, 버팀목세포

(sertoli cell)에 대한 우고닌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까지 발표된 바 없다.

최근에 전세계적인 유행병(pandemic)으로서 인류사회를 

크게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COVID-19)의 

경우처럼, 바이러스성감염질환은 많은 바이러스치료제의 개발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감염이후 숙주세포내에서 증식을 하게 

되며, 바이러스의 증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중가닥알엔에이

(double-strandid RNA; dsRNA)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증가된 이중가닥알엔에이는 대식세포 등의 면역세포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바이러스성감염증의 예후를 악화시

킨다.3-5) 그러므로 많은 연구들이 이중가닥알엔에이의 합성

유사물(a synthetic analog of double-stranded RNA)인 

폴리아이씨(polyinosinic:polycytidylic acid, poly I:C)를 이

용한 바이러스성감염증실험모델을 이용하여 항바이러스성 물

질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6-7) 폴리아이씨는 B세포, 

대식세포(macrophages),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s)의 엔

도솜의 막(endosomal membrane)에 있으면서 선천성면역과 

관련되는 중요막단백질 중 하나인 톨유사수용체3(toll-like 

receptor 3, TLR3)와 작용하여 각종의 면역염증반응을 일으킨

다.8) 톨유사수용체(TLR)는 감염체-연관 분자패턴(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PAMPs) 또는 세포사멸·

손상-연관 분자패턴(damage-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DAMPs)을 인지하는 대표적인 패턴인식수용체

(patten recognition receptor, PRR) 중 하나로서, 선천성면

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9) 특히 폴리아이씨로 자극

받은 대식세포의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과 관련하여 톨유사수용체3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2003년에 Yang 등9)은 폴리아

이씨로 자극받은 대식세포에서 톨유사수용체3신호경로를 통

하여 세포내 활성산소종이 급속히 증가되며, 이러한 급속한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증가는 핵인자카파비(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

κB)와 인터페론조절인자3(interferon regulatory factor 3, 

IRF3) 등의 전사인자를 작동시켜 종양괴사인자-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와 인터페론-베타

(interferon-β, IFN-β)의 생성을 촉진하고, STAT1의 활성

화와 핵내이동을 일으킴으로써 다양한 염증매개인자의 발현

을 촉진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톨유사수용체3신호경로가 바

이러스감염에 대응하는 선천성면역반응과 염증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9)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병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에서 

Shen 등10)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으로 남성생식장애가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특히 이러한 남성

생식장애가 버팀목세포(sertoli cells)와 생식세포(germ 

cells)가 발현하는 에이스2(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 Ace2)와 코로나19바이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 2, SARS-CoV-2)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함을 밝혀냈다.10) 즉 남성생식과 관련된 라이디히세포

(Leydig cells)와 버팀목세포(Sertoli cells) 모두 에이스2를 

많이 발현하기 때문에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코로나바이

러스와의 결합이 쉽게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남성생식장애 등의 

문제점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병의 남성환자에게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병의 심

각성을 고려할 때, 에이스2발현세포로 잘 알려져 있는 버팀목

세포에 작용하는 이중가닥알엔에이의 산화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연구 또한 의미가 작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가닥알엔에이(dsRNA)의 합성유사물인 

폴리아이씨로 유발된 TM4 mouse sertoli cells의 하이드로

겐 퍼록사이드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Figure 1. Structural formula of Wogonin.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 중 wogonin, poly I:C와 

indomethacin, dihydrorhodamine 123 등은 시그마사

(Sigma-Aldrich,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세포

배양에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FBS) 등을 써모피셔

싸이언티픽사(Thermo Fisher Scientific, USA)로부터 구입

하여 사용되었다.  

2) 기기

실험에 사용된 주요 기기는 CO2 incubator(NUAIRE, 

USA), clean bench(Jeiothec, Korea), Inverted Research 

Microscope(CK2, Olympus, Japan), centrifuge(Gyrozen, 

Korea), 형광분광기(TRIAD LT spectrofluorometer, Dynex, 

USA)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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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법

1) 세포주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생쥐 버팀목세포에 해당하는 TM4 

cell line이며,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에서 구입하였다.

2) 세포 배양

세포의 배양은 선행연구12-13)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세포들은 37℃, 5% CO2 조건에서 10% FBS, penicillin(100 

U/mL), streptomycin(100 ㎍/mL)이 첨가된 DMEM 배지

로 배양되었다. 

3) Dihydrorhodamine 123(DHR) assay 

우고닌이 세포 내의 hydrogen peroxide 생성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Crow 등14-16)의 방법을 응용, 

dihydrorhodamine 123(DHR) assay를 실시였다. 96 well 

plate에 well 당 10,000개의 세포들을 분주하고, 24시간 동

안 안정화하였다. 안정화가 된 세포에 DHR(10 uM)이 담긴 

배지를 30분간 처리한 뒤 배지를 제거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농도의 시료들을 배지에 담아 각 well에 처리하고 30분과 

2·12·18·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형광분광기(excitation 

filter 485 nm and emission filter 535 nm)를 이용하여 세

포내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3. 통계처리

실험성적은 평균±표준편차(Mean±SD)로 표시되었으며, 

대조군과 각 실험군의 평균 차이는 ANOVA test와 Student 

t-test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p <0.05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III. 결   과

1. 우고닌의 30분 배양이 TM4 세포의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 생성 미치는 영향

우고닌(5, 10, 25, 500 µM)으로 30분 동안 처리한 TM4 

세포의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 생성을 측정한 결과, 5, 10, 

25, 500 µM의 농도에서 대조군(poly I:C만 처리한 군) 대비 

각각 95.67 ± 4.12%, 92.69 ± 4.53%, 92.05 ± 4.45%, 

91.97 ± 4.71%로서 유의한 억제를 나타내었다(Figure 2).  

2. 우고닌의 2시간 배양이 TM4 세포의 하이드

로겐 퍼록사이드 생성 미치는 영향

우고닌(5, 10, 25, 500 µM)으로 2시간 동안 처리한 TM4 

세포의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 생성을 측정한 결과, 5, 10, 

25, 500 µM의 농도에서 대조군(poly I:C만 처리한 군) 대비 

각각 94.44 ± 4.66%, 94.41 ± 4.33%, 93 ± 3.04%, 

92.98 ± 3.91%로서 유의한 억제를 나타내었다(Figure 3).  

Figure 2. Effect of Wogonin on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of 
TM4 cells stimulated by poly I:C for 30 min treatment. Data 
represent Mean±SD (n=3). Nor, the group incubated with media 
only. Con, the group treated with 50 ㎍/mL poly I:C alone. IN 
denotes indomethacin (0.5 µM). # represents p < 0.001 vs. Nor; 
* p < 0.05 vs. Con; ** p < 0.01 vs. Con; *** p < 0.001 vs. Con.

Figure 3. Effect of Wogonin on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of 
TM4 cells stimulated by poly I:C for 2 hr treatment. Data represent 
Mean±SD (n=3). Nor, the group incubated with media only. Con, 
the group treated with 50 ㎍/mL poly I:C alone. IN denotes 
indomethacin (0.5 µM). # represents p < 0.001 vs. Nor; * p < 0.05 
vs. Con; ** p < 0.01 vs. Con; *** p < 0.001 vs. Con.

3. 우고닌의 12시간 배양이 TM4 세포의 하이드

로겐 퍼록사이드 생성 미치는 영향

우고닌(5, 10, 25, 500 µM)으로 12시간 동안 처리한 TM4 

세포의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 생성을 측정한 결과, 5, 10, 

25, 500 µM의 농도에서 대조군(poly I:C만 처리한 군) 대비 

각각 96.78 ± 3.59%, 95.32 ± 3.55%, 94.33 ± 3.09%, 

93.17 ± 3.6%로서 유의한 억제를 나타내었다(Figure 4).

4. 우고닌의 18시간 배양이 TM4 세포의 하이드

로겐 퍼록사이드 생성 미치는 영향

우고닌(5, 10, 25, 500 µM)으로 18시간 동안 처리한 TM4 

세포의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 생성을 측정한 결과, 5, 10, 

25, 500 µM의 농도에서 대조군(poly I:C만 처리한 군) 대비 

각각 94.7 ± 3.79%, 93.4 ± 3.75%, 93.38 ± 2.77%, 

93.35 ± 2.82%로서 유의한 억제를 나타내었다(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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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Wogonin on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of 
TM4 cells stimulated by poly I:C for 12 hr treatment. Data represent
Mean±SD (n=3). Nor, the group incubated with media only. Con, 
the group treated with 50 ㎍/mL poly I:C alone. IN denotes 
indomethacin (0.5 µM). # represents p < 0.001 vs. Nor; * p < 0.05 
vs. Con; ** p < 0.01 vs. Con; *** p < 0.001 vs. Con.

Figure 5. Effect of Wogonin on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of 
TM4 cells stimulated by poly I:C for 18 hr treatment. Data represent
Mean±SD (n=3). Nor, the group incubated with media only. Con, 
the group treated with 50 ㎍/mL poly I:C alone. IN denotes 
indomethacin (0.5 µM). # represents p < 0.001 vs. Nor; * p < 0.05 
vs. Con; ** p < 0.01 vs. Con; *** p < 0.001 vs. Con.

5. 우고닌의 24시간 배양이 TM4 세포의 하이드

로겐 퍼록사이드 생성 미치는 영향

우고닌(5, 10, 25, 500 µM)으로 24시간 동안 처리한 TM4 

세포의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 생성을 측정한 결과, 5, 10, 

25, 500 µM의 농도에서 대조군(poly I:C만 처리한 군) 대비 

각각 95.75 ± 3.94%, 94.77 ± 3.95%, 94.58 ± 2.98%, 

92.8 ± 2.67%로서 유의한 억제를 나타내었다(Figure 6). 

Ⅳ. 고   찰

황금(黃芩)의 주요성분으로, O-methylated flavone 

(methoxyflavonoids)의 한 종류인 우고닌(wogonin)에 대한 

생의학적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1) 2002년도에 Hui 

등1)에 의해 우고닌의 항불안작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도에는 Khan 등이 우고닌의 항혈전작용을 보고한 바 

있다.2) 2017년에 Khan 등은 우고닌이 인터루킨-1β

(interleukin-1β)에 의해 자극된 인간골관절염연골세포

(human osteoarthritis chondrocytes)에서의 인터루킨

-6(IL-6), 콕스-2(COX-2), 프로스타글린딘E2, 유도성 산

화질소 합성효소(iNOS), 일산화질소(NO)와 같은 염증매개인

자의 발현과 생성을 유의하게 억제함과 동시에 연골세포관련 

산화스트레스, 염증, 기질분해와 관련된 일련의 분자적 사건

들을 억제함으로써 연골보호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17) 

2019년도 Khan 등의 발표18)에 의하면 우고닌이 AKT/GLUT4 

경로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포도당 수송체 타입 4(GLUT4)의 

원형질막으로 이동을 증가시키면서 포도당의 세포내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고혈당완화작용과 항당뇨병작용을 나타낸다.18) 

2020년도에는 Huynh 등이 우고닌의 항바이러스효능(anti- 

viral infection), 신경보호작용(neuroprotection), 항경련작

용(anticonvulsant)에 대하여 보고하였다.19) Koh 등은 우고

닌이 활성산소종관련 기전을 통하여 줄기세포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CD133+ Cal72 골육종(osteosarcoma) 

줄기세포들의 줄기세포능(stemness)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

다고 하였다.20) Hong 등은 우고닌이 간세포암종(hepatocellular 

carcinoma)세포에서 Cyclin D1의 발현을 억제하고 GSK3beta 

의 인산화를 촉진함으로써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함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21) Yang 등은 우고닌이 삼중음성유방암(TNBC) 

세포주(MDA-MB-231)의 세포증식을 억제함에 대해서 뿐 만 

아니라, P16 발현, 베타-갈락토사이다제(β-galactosidase)의 

활동성, 세포노화관련 노쇠관련분비표현형(SASP), 노쇠관련

이색염색질병소(SAHF), 활성산소종을 증가시키면서, 핵인자

카파비(NF-κB)의 활성화·TXNRD2 발현 억제·STAT3 억

제 등을 통하여 세포의 노화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22) Fan 등은 

2020년도의 보고에서 우고닌이 면역세포에 대한 작용을 설명

하면서, 우고닌이 면역억제T세포를 저해함과 효과T세포의 기

능들을 조절함, 대식세포의 면역기능을 중재함뿐만 아니라 지

질다당체에 의해서 활성화된 B세포들내에서 STAT3과 ERK의 

Figure 6. Effect of Wogonin on hydrogen peroxide production of 
TM4 cells stimulated by poly I:C for 24 hr treatment. Data represent
Mean±SD (n=3). Nor, the group incubated with media only. Con, 
the group treated with 50 ㎍/mL poly I:C alone. IN denotes 
indomethacin (0.5 µM). # represents p < 0.001 vs. Nor; * p < 0.05 
vs. Con; ** p < 0.01 vs. Con; *** p < 0.001 vs.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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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화를 억제하고 전사인자 Hif-1α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B세포의 인터루킨-10 생성을 억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23) Zhuang 등24)은 최근의 연구에서 우고닌이 뇌내출

혈(intracerebral hemorrhage)로 인한 혈종(hematoma)의 

제거를 촉진하고 혈종주변 미세아교세포(microglia)의 

Axl·MerTK·CD36· LAMP2 발현을 향상시킴으로써 뇌

내출혈로 손상된 신경기능을 회복시킨다고 보고하였다.24) 또한 

Zhuang 등24)은 우고닌이 뇌내출혈의 쥐모델에서 퍼록시좀 

증식활성화 수용체-감마(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 의존적 형식으로 종양괴사인자알파·인터루킨

-1β·유도형 산화질소 합성효소(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의 발현을 억제하는 등의 항염·항산화효과를 

나타냄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24) 2020년도 Wang 등25)의 

보고에 의하면 우고닌은 인간정상배아신장세포주인 HEK-293 

세포주에서보다 신장암세포주인 786-O 세포주와 OS-RC-2 

세포주에서 훨씬 강한 세포독성을 유발하였는데, 이는 신장암

세포들의 증식, 이동, 침습을 강력하게 억제할 뿐만아니라, 

CDK4-RB경로를 억제하는 효과와 같이 나타남으로써, 신장

암환자의 임상관리에 우고닌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다.25) 감마선 조사로 인한 신경손상에 대한 우고닌의 보호효

과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었는데, Wang 등26)은 우고닌(30 

mg/kg)의 15일간 경구복용이 감마선조사를 받아서 상승한 

흰 쥐의 말론디알데히드(malondialdehyde; MDA), 종양괴사

인자-알파, 인터루킨-1베타, 인터루킨-6의 수준과 핵인자

카피비의 mRNA와 단백질 발현을 저하시켰으며, 반면에 감

마선조사로 저하된 글루타치온(glutathione, GSH), 초과산

화물불균등화효소(superoxide dismutase, SOD), 카탈라아

제(catalase, CAT), 글루타티온과산화효소(glutathione 

peroxidase, GPX) 의 수준과 엔알에프2(nuclear factor 

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헴산화효소-1(heme 

oxygenase-1, HO-1)의 mRNA와 단백질의 발현을 유의하

게 상승시킴으로써 감마선조사로 인한 신경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26) Zheng 등27)은 우고닌이 

스트렙토조토신(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병콩팥병증 

생쥐모델의 신장염증(renal inflammation)과 신장섬유화

(renal fibrosis)를 핵인자카파비와 TGF-β1/Smad3 신호경

로를 억제함으로써 개선한다고 발표하였다.27) Guo 등28)은 우

고닌이 카이네이트(kainate)에 의해서 유발되는 측두엽뇌전

증(temporal lobe epilepsy)흰쥐모델에 있어서 흰쥐 뇌의 인

터루킨-1베타·종양괴사인자-알파·핵인자카파비와 같은 

염증인자의 mRNA 발현증가와 흰쥐 해마(hippocampus)의 

Bax와 caspase-3의 발현증가에 대해서 의미있게 완화시키고, 

해마의 Bcl-2 발현저하를 유의하게 회복시키는 등의 신경보

호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28) 우고닌의 항바이러스효과에 

대한 보고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는데, 최근 Xia 등29)이 

2019년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병과 관련하여 

우고닌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즉, Xia 등의 

보고에 의하면, 네트워크 약리학(Network pharmacology)적

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중국에서 코로나19감염병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連花清瘟캡슐(Lianhua Qingwen capsule)의 

주요 유효성분 중 하나인 우고닌이 코로나19감염병과 관련된 

유전자 중 폐손상, 폐섬유화, 그리고 바이러스감염과 관련되

는 Akt1과의 분자적 결합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와 같은 결합을 통해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다.29) 우고닌이 폴리아이씨로 흥분된 대식세포의 염증인자과

잉생성을 유의하게 억제함으로서 바이러스성 염증반응을 완

화한다는 보고는 이미 2015년에 보고된 바30) 있다. 

위와 같이 항바이러스효과를 포함한 우고닌에 대한 다양한 

생의학적 효능·활성에 대해 많은 보고가 이루어져 왔지만, 

버팀목세포(sertoli cell)에 대한 우고닌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다. 더욱이 버팀목세포가 코로

나19바이러스의 세포진입매개인자인 에이스2(Ace2)를 발현

하는 특징적 세포중의 하나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

이러스감염유사체인 폴리아이씨로 유발되는 버팀목세포의 산

화스트레스에 대한 우고닌의 작용을 조사하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감염이후 숙주세포내에서 증식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이중가닥알엔에이(dsRNA)가 증가하게 되므로, 

이중가닥알엔에이의 합성유사물인 폴리아이씨(poly I:C)는 

바이러스성감염반응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다.6-7) 폴리아이씨는 B세포, 대식세포, 수지상세포의 엔도솜 

막에 있는 톨유사수용체3(TLR3)와 작용하여 세포내 활성산

소종(ROS)의 증가를 유발하는 등 각종의 면역염증반응을 일

으킨다.8) 본 연구에서도 폴리아이씨가 버팀목세포내의 하이

드로겐 퍼록사이드(hydrogen peroxide)의 생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

(hydrogen peroxide)는 대표적인 활성산소종(ROS)의 하나

로서 과잉생성시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세포의 노화와 기능손

상 등 병리적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폴리아이씨로 유발되는 

버팀목세포의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 과잉생성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은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야기되는 남성생식장애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감염병과 관련하여, Shen 등10)은 코로나19 바이

러스감염으로 남성생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는데, 특히 이러한 장애가 버팀목세포(sertoli 

cells)가 발현하는 에이스2(Ace2)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결

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10) 즉 남성생식과 관련된 

라이디히세포(Leydig cells)와 버팀목세포(Sertoli cells) 모두 

에이스2를 많이 발현하기 때문에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결합이 쉽게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남성

생식장애 등의 문제점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병 남성환자

에게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11) 

본 연구에서는 우고닌이 폴리아이씨로 유발되는 생쥐 버팀

목세포(TM4)의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 과잉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실험결과 우고닌이 폴리아이씨만 처리한 

군에 비해서 폴리아이씨와 우고닌(5, 10, 25, 50 µM)을 함께 

처리하고 30분, 2시간, 12시간, 18시간, 24시간동안 배양한 

모든 경우에서 세포내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의 생성을 통계

적으로 유의한(p < 0.05)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우고닌이 

바이러스유사체로 인한 버팀목세포의 산화스트레스를 완화함

으로써 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남성생식장애를 완화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바이러스감염병으로 

인한 남성생식장애에 대한 우고닌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는 



122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6 No. 5, 2021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병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에이스2를 특징적으로 발현하는 버팀목세포에서의 바이

러스성 산화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우고닌과 같은 물질에 

대한 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발견과 관

련된 좀 더 세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폴리아이씨(poly I:C)로 자극된 마우스 버

팀목세포 TM4에 우고닌(wogonin)을 다양한 농도(5, 10, 25, 

50 µM)로 30분, 2시간, 12시간, 18시간, 24시간동안 처리한 

후 세포내 하이드겐 퍼록사이드 생성에 대해 조사하고, 폴리

아이씨만 처리한 대조군(control group)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TM4세포들에 wogonin을 5, 10, 25, 50 µM의 농도로 

폴리아이씨와 함께 30분간 처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각각 95.67%, 92.69%, 92.05%, 91.97%의 유의한 감

소를 나타냈다.

2. 폴리아이씨와 함께 2시간 처리한 결과에서는 wogonin 

5, 10, 25, 50 µM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94.44%, 94.41%, 93%, 92.98%의 유의한 감소를 나

타냈다.

3. 폴리아이씨와 함께 12시간 처리한 결과에서는 wogonin 

5, 10, 25, 50 µM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96.78%, 95.32%, 94.33%, 93.17%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4. 폴리아이씨와 함께 18시간 처리한 결과에서는 wogonin 

5, 10, 25, 50 µM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94.7%, 93.4%, 93.38%, 93.35%의 유의한 감소를 나

타냈다.

5. 폴리아이씨와 함께 24시간 처리한 결과에서는 wogonin 

5, 10, 25, 50 µM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95.75%, 94.77%, 94.58%, 92.8%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우고닌(5, 10, 25, 50 µM)이 폴리아이씨(poly 

I:C)로 유발된 생쥐 버팀목세포들(TM4)의 하이드로겐 퍼록

사이드(hydrogen peroxide) 과잉생성을 유의하게 억제함으

로서 바이러스감염으로 유발되는 버팀목세포내 산화스트레스

를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정자의 생성과 성숙, 보호하는 버팀

목세포의 기능을 유지·보존함으로써 남성생식장애와 남성불

임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향후 우고

닌이 바이러스감염성 남성생식장애의 치료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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