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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henolide Inhibits Ovalbumin-Induced cyclooxygenase-2 an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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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egg allergy has been raised as the most prevalent food hypersensitivity in the pediatric population. 
One of the major egg allergens is ovalbumin (OVA) which is the major protein in egg white, comprising 54% of its 
total protein content. Parthenolide isolated from Tanacetum partheniumb has been used to treat many chronic diseases 
for many years. In the present report, we present biochemical evidence that parthenolide inhibits the nuclear factor-κB 
(NF-κB) activation induced by OVA. Parthenolide also inhibits OVA-induced cyclooxygenase-2 (COX-2) an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expression. These data suggest new approaches for the efficient alleviation of the allergic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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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이나 약초 중에는 항염증 · 항알러지 효과를 가지

고 있는 여러 기능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성 물질들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병원균과 같은 여

러 염증자극에 의해서 유도된 전사인자 nuclear factor-κB 

(NF-κB)의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iriwatanametanon et al., 2010; Surh, 2003; Youn et al., 2005; 

Zhao et al., 2011; Zingarelli et al., 2003). 기능성 물질들 중

에서 멕시코와 인도의 약용 식물인 Tanacetum parthenium

로부터 분리 추출된 parthenolide (Fig. 1A)가 있는데, 이 

물질은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는 중요한 sesquirterpene 

lactone으로 알려져 있다 (Bork et al., 1997). 특히, 열을 내

리는 효과가 있다는 뜻을 가진 이 식물은 수년 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발열, 편두통, 천식, 알러지와 같은 다

양한 염증 질병들에 대처하기 위한 민간요법으로 사용

되었다 (Heinrich et al., 1998; Murphy et al., 1988; Schinella 

et al., 1998). 많은 연구에 의해서 parthenolide는 산화적

인산화 반응 (oxidative phosphorylation), 혈소판응집 반

응 (platelet aggregation), 히스타민 (histamine)과 세로토

닌 (serotonin) 분비의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Groenewegen and Heptinstall, 1990; Sheehan et al., 2002). 

Parthenolide는 또한 IKK kinase를 타겟으로 하여 ultra 

violet (UV), lipopolysaccharide (LPS),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등 여러 자극제 (agonists)에 의해서 유도된 nuclear 

factor-κB (NF-κB) 활성화와 cyclooxygenase-2 (COX-2)와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hner et al., 1998; Lee et al., 2010; 

Oka et al., 2007). 

계란 흰자 단백질인 ovalbumin (OVA)는 주요한 계란 

알러젠으로, 계란 흰자 단백질 중 약 5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당단백질 (phosphoglycoprotein)

이다 (Mine and Yang, 2008).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

적인 계란 알러지 치료방법은 계란을 먹지 않고 피하는 

것이지만, 음식문화의 발달로 많은 음식이 계란을 이용하

면서 계란을 피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특히 

계란을 이용해서 MMR (measles, mumps, rubella) 백신을 

포함한 여러 바이러스 백신들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계란 알

러젠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Mine and Ya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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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은 여러 질병과 관련이 있는 병태생리학 (patho- 

physiology) 현상으로, 여러 분자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유도되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중요한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나는 COX-2에 의한 prostaglandins (PGs)의 

생성이고, 다른 하나는 iNOS에 의한 nitric oxide의 생산

이다 (Moncada, 1999; Turini and DuBois, 2002). 우리는 선

행연구에서 OVA가 NF-κB를 활성화 시키며, 활성화된 

NF-κB에 의해서 유도되는 단백질인 COX-2와 iNOS의 

발현을 유도하는 것을 알아내었다 (Lee et al., 2011). 그래

서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parthenolide가 OVA에 의

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와 활성화된 NF-κB에 의해서 

유도되는 유전자인 COX-2와 iNOS의 발현을 어떻게 조

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계란 

알러젠에 의한 알러지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우리는 parthenolide가 계란 알러젠인 OVA에 의해

서 유도된 NF-κB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발광

효소 유전자 분석법 (luciferase assay)에 의해서 알아보았

다 (Park et al., 2011). Parthenolide는 OVA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성을 억제하였다 (Fig. 1B). 이 실험에서는 양성

반응 대조군으로 Toll-like receptor 4 (TLR4) agonist인 LPS

가 사용되었으며, parthenolide는 또한 LPS에 의해서 유도

된 NF-κB 활성화를 억제하였다 (Fig. 1C). 

다음 실험으로 OVA이 NF-κB 활성화에 의해서 유도되

는 유전자인 COX-2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 실험을 위해서 COX-2 발광효소 유전자 

분석법과 Western blotting 방법이 사용되었다 (Yang and 

Chang, 2012). Parthenolide는 OVA에 의해서 유도된 COX-2

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Figs. 2A and B). 

다음 실험으로 parthenolide가 NF-κB 활성화에 의해서 

유도되는 또 다른 유전자인 iNOS의 발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iNOS 발광효소 유전자 

분석법에 의하면 parthenolide는 OVA에 의해서 유도된 

iNOS의 발현을 억제시켰다 (Fig. 3A). 또한 parthenolide는 

OVA에 의해서 유도된 iNOS 단백질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을 Western blotting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Fig. 3B). 

이러한 모든 결과들은 parthenolide가 OVA에 의해서 유도

된 알러지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라 할 수 있겠다. 

1971년 Vane이 aspirin과 그것에 연관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들이 PG 합성을 억제하

여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은 PG 합성을 위한 억제제들이 또한 항염

증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를 하였다. COX-2 억제제

Fig. 1. Parthenolide inhibits NF-κB activation induced by ovalbumin. (A) The structure of parthenolide. (B, C) RAW 264.7 cells were
transfected with NF-κB luciferase reporter plasmid and pre-treated with parthenolide [10, 15, 30 μM (B) or 10, 15 μM (C)] and for 1 h and 
then treated with OVA (100 μg/ml) (B) or LPS (10 ng/ml) (C) for an additional 8 h.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luciferase and 
β-alactosidase enzyme activities were measured. Relative luciferase activity (RLA) was normalized with β-galactosidase activity. Values 
are mean ± SEM (n=3).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VA alone (B), *, P < 0.05; **, P < 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PS alone (C), 
††, P < 0.01. Veh, vehicle; OVA, ovalbumin; Par, parthenolide. 

A B C 
NF-κB NF-κB 



- 321 - 

는 잠재적으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염증제로

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iNOS 억제제는 치료목

적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Flower, 2003; 

Moncada, 1999; Turini and DuBois, 2002). COX는 적어도 두 

개의 isoforms인 COX-1과 COX-2로 존재한다. COX-1은 

거의 모든 세포나 조직에서 항상 발현되지만, COX-2는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에 의해서 커다랗게 증가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Vane et al., 1998). NSAID에 의한 독성효

과 중에서 많은 것은 COX-1의 억제에 기인한다고 알려

져 있지만, 치료효과는 COX-2의 억제에 기인한다고 알

려져 있다 (Grzanna et al., 2005). 이러한 사실에 의해, 현

재까지 많은 COX-2 억제제가 개발되었으며, 특히 많은

phytochemicals이 여러 agonists에 의해서 유도된 COX-2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 밝혀졌다 (Khanna et al., 2007; Surh, 

2003; Surh et al., 2001). 

Nitric oxide (NO)는 대기 중의 가장 풍부한 질소와 산소 

두 기체의 1:1 조합물로 1987년까지 NO는 전기화학반응

의 오염물질이나 부산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는 포유동물 세포가 아미노산 L-arginine으로부터 NO를 

만들고, 이 NO는 세포에서 다른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

을 위해 사용된다 (Hanafy et al., 2001). NO의 생성은 3개

의 NOSs isoforms인 endothelial NOS (eNOS), neuronal 

NOS (nNOS), inducible NOS (iNOS)에 의해서 유도된다 

(Vallance, 2003). eNOS, nNOS는 항상 발현되어 있는 효소

이지만, iNOS는 감염이나 염증성 인자에 의해서 유도되

는 효소이다 (Vallance, 2003). iNOS는 최초로 쥐 대식세

포 (murine macrophages)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LPS 또는 

다양한 pro-inflammatory cytokines (interleukin-1, interferon-γ, 

Fig. 3. Parthenolide inhibits iNOS 
expression induced by ovalbumin. (A) RAW
264.7 cells were transfected with iNOS 
luciferase reporter plasmid and pretreated 
with 10 or 15 μM parthenolide for 1 h and 
then treated with OVA (100 μg/ml) for an 
additional 8 h.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luciferase enzyme activities were determined. 
Values represent the mean ± SEM (n=3).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VA alone, **, P
< 0.01. (B) RAW 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10 or 15 μM parthenolide for 1 h and 
then further stimulated with OVA (100 μg/ml)
for 8 h. Cell lysates were analyzed for iNOS 
and β-actin protein by immunoblots. Veh, 
vehicle; OVA, ovalbumin; Par, parthenolide.

A B 

β-actin

Fig. 2. Parthenolide inhibits COX-2 
expression induced by ovalbumin. (A) RAW
264.7 cells were transfected with COX-2 
luciferase reporter plasmid and pretreated 
with 10 or 15 μM parthenolide for 1 h and 
then treated with OVA (100 μg/ml) for an 
additional 8 h.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luciferase enzyme activities were determined.
Values represent the mean ± SEM (n=3).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VA alone, **, P
< 0.01. (B) RAW 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10 or 15 μM parthenolide for 1 h and 
then further stimulated with OVA (100 μg/
ml) (A) for 8 h. Cell lysates were analyzed 
for COX-2 and β-actin protein by immuno-
blots. Veh, vehicle; OVA, ovalbumin; Par, 
parthenolide. 

A B 

β-a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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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F-α)의 자극에 의해서 발현된다 (Green et al., 1990; 

Palmer et al., 1993). 특히, 사람에서 iNOS의 발현은 말라

리아나 비뇨생식기 같은 특정한 장기의 감염에 대한 방

어 체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un et al., 2001). 

우리는 이번 실험에서 parthenolide가 계란 알러젠 중

의 하나인 OVA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 및 

COX-2, iNOS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

다. Parthenolide는 OVA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활성화

와 COX-2, iNOS 발현을 억제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parthenolide가 계란 알러젠인 OVA에 의해서 유도된 염증

반응이나 알러지와 같은 만성적인 질병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러

한 연구는 앞으로 알러지 작용기전 규명 및 알러지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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