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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월초 추출  항염 효과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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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월  물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kB)  농도 및 

Nitric Oxide(NO) 측  통하여 들  피 염  및 감염질  방에 도움  는 천연원료 개발  하여 수

행하 다. 월  물  cytosol과 nucleus  리과  거쳐 Human Dermal Fibroblasts(HDF cell)  용하여 다

양한 염     NF-kB 농도  측 하 고 RAW264.7 포에 하여 신경 달 매개체로 피 역 

반 에 한 역할  하는 NO  양  하 다. 월  물  여한 결과, NF-kB  단백질과 mRNA 밴드가 

감 하여 월  항염 과가 피 염  및 질 방에 과가  것 로 기 할 수 었다. 또한 월  물

 농도가 가함에 라 NO는 로 감 하여 농도  결과  보 다. 라 , 향후 상  측 에  

 밀한 항염 과에 한 연 가 지 다  월 는 식 로 뿐 아니라  등 들  넓게 용할 

수 는 합 재로 용  수 리라 사료 다.

주 어 : 월 , NF-kB농도, NO생  농도, 항염 과, 합 재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the research about the positive effects of Gynura Procumbens on preventing 

dermatitis and infectious diseases the contemporary people have. To do it, this study measured the concentration 

of NF-kB, the extract of Gynura Procumbens. In this regard, cytosol, the extract of Gynura Procumbens, and 

nucleus went through the separation process. The concentration of major NF-kB among various factors to 

control inflammation was measured with the use of HDF cell. Regarding RAW264.7 cell, the amounts of NO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reacting the skin immune system as the media of neural transmission were 

analyzed. The outcome about the extracts of Gynura Procumbens injected show that it can be expected that as 

the NF-kB protein and mRNA band were reduced, Gynura Procumbens would have anti-inflammatory effects 

that could contribute to preventing dermatitis and diseases. In addition, the extracts of Gynura Procumbens have 

significantly reduced NO with their concentration increasing. In other words, Gynura Procumbens are considered 

to regulate dependently the production of NO in the concentration of extracts. Thus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the more intensive research would be conducted to heal dermatitis. And it is deemed that Gynura Procumbens 

would be used as materials for cosmetics as well as foods that the contemporary people can widely consume if 

a more careful research about anti-inflammatory effects would be sustained on a human bodies' clini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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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우리 선조들은 로부터 질병치료를 한 천연 식용

식물을 의약품 신으로 이용해 왔다[1]. 최근에는 로하

스 웰빙에 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 하여 의약품 뿐

아니라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과 화장품까지분야를 넓

연구를 진행해 가고 있으며[2], 우리가 일상 으로 섭취

하고 있는 식용식물을 상으로 항산화와 항균 효과

항암 작용 등을 탐색하고[3] 이들로부터 분리된 생리활

성 물질을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고 있다[4].

명월 (Gynura Procurnbens)는 열 국화과(Compositae)

의 약용작물로 당뇨와 고 압에 효과가 있고, 피부재생

보습기능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명월 의 생

리활성 항염에 한 연구를 보면 명월 의 물 추출물

이 랫트 모델에서 항고 압 활성과 항염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5]. 항염증은 피부노화와 매우 련이 깊으

며 다양한 염증 상에 의해 진피층을 괴하는 효소들인

hyaluodiase, elastase, collagenase 등의 발 이 증가하여

피부의 노화 주름 형성에 직 으로 향을 다[6]

는 연구 결과가 있다.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

enhancer of activated B cells(NF-kB)은 표 인 염증

성 세포신호 달인자로 사이토카인(cytokines), 모카

인(chemokines), 그리고부착성분자들(adhesion molecules)등

의 염증성 물질들의 유 자를 조 한다[7]. 따라서

NF-kB의 발 수 은당뇨, 암, 류마티스 염등 다양

한 질환뿐만 아니라[8] 피부 염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

는 지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9]. 염증반응은 물리

는 화학 으로 유해한 자극 물질에 의하여 유발되

는 생체조직의 손상에 항하는 방어반응의 하나로써

Nitric Oxide (NO)는 무기 분자 라디칼로서 신경 달

기능, 액응고 압조 기능, 암세포에 항하는 면

역기능 등에서의 역할이 알려지고 있다. NO를 생성하는

효소(NOS : nitric oxide synthase)는 정상 인 생리

기능을 한 NO 생성을 담당하는 constitutive

NOS(cNOS)와 특별한 상황에서 유도되는 inducible

NOS(iNOS)의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10,11]. iNOS는

평소에는 세포 내에 존재하지 않으나 일단 유도되면 장

시간 동안 다량의 Nitric Oxide를 생성한다. 이와 같은

iNOS는 외부상처에 한 반응 염증 같은 면역방어기

의 다양한 과정을 매개하는 cytokine인 interleukin 1이

나 tumor necrosis factor, 염증원인 내 독소 (Lipopoly -

saccaride : LPS) 등에 의해 유도되고 gluco -corticoids

에 의해 그 효소의 유도가 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13,14,15]

명월 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피부노화 질병 방을 한 소재로 심을 받고

있으나 명월 의 생리횔성 항염에 한 연구결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명월 추출물의 농도

를 다르게 하여 HDF cell로 NF-kB의 농도를 측정하고

RAW 246.7 cell에서 Nitric Oxide 생성여부를 분석함으

로써 명월 의 항염효과와 그와 련된 피부질환개선의

가능성을 규명하여 화장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

능한 융합소재로서의 기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2. 연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명월 (Gynura Procumbens)는 생

잎을 사용하 으며 '명월 농장.com'에서 2013년 8월

수확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표본은 경희 학교

피부생명공학센터 천연물화학 실험실(KHU-1501)에 보

하 다.

2.2 실험 계

2.2.1 Cytosol과 Nucleus 리과

Buffer A와 B를 비하 고, 각 buffer의 조성은

<Table 1>과 같다. Phosphate Buffered Saline(PBS)를

완 히 제거한 lysare에 buffer A를 넣어주고 pipette으

로 pellet을 녹 다. 15 min동안 ice에서 lysis하는데 이

때 5 min 간격으로 한 번씩 흔들어 주었다. 15 min 후,

10% NP-40을 0.1%가 되도록 넣어주고 inverting 후 3

min 후에 12000 rpm에서 5 min간 원심분리하 다. 상등

액을 새로운 tube에 옮긴 후(이 상등액이 cytosol이다)

남은 pellet은 buffer A 100 μL씩 넣고 washing하여

cytosol extract를 완 히 제거하 다. 그 후 buffer B를

넣고 pellet을 풀어 후, ice에서 1 h 정도 lysis하 다.

그 후 12000 rpm으로 7 min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새로운 tube에 옮겨주었다(이 상등액이 nucleu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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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composition

Contents

Buffer A 1 M HEPES 50 μL→ 10 mM

1 M MgCl2 27.5 μL→1.5 mM

2 M KCl 25 μL→ 10 mM

0.1 M DTT를 25 μL→ 0.5 mM

0.1 M PMSF를 10 μL→ 0.2 mM

DDW를 4.8825 μL→ 5 mL

Buffer B 1 M HEPES 20 μL→ 20 mM

1 M MgCl2 1.5 μL→1.5 mM

5 M NaCl 84 μL→ 420 mM

0.1 M EDTA 2 μL→ 0.2 mM

100% glycerol 200 μL→ 20%

0.1 M DTT를 5 μL→ 0.5 mM

0.1 M PMSF를 5 μL→0.2 mM

DDW를 685.5 μL→ 1 mL

<Table 1> The composition of Buffer

2.2.2 NF-kB 농도 측

HDF cell을 6-well plate에 한 well당 1 X 105/2 mL로

분주하 다. 24시간 후 명월 추출물을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인 후 테스트하고자 하는 농도별로 배양액

에 녹여 비하 다. 세포가 분주되어 있는 6-well plate

의 배양액을 제거한 후 제조해 놓은 약물을 각 well에 2

mL씩 첨가하 다. 24 h 후 TNF-α(10 mg/mL)이 되도록

추가로 첨가하 다. 1h 후 배양액을제거한 후 세포를모

아 8000 rpm으로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cytosol과 nucleus를 분리하 다. 분리된 세포 쇄액을

bradford법으로 정량한 후 단백질 양을 계산하여 5배

sample buffer와 lysis buffer로 섞어 후 100℃에서 10

min 간 boiling하 다. Western blot kit를 조립하여 10%

gel을 만든 후 히 굳 각 sample을 loading한 후 80

V로 running하 다. Transfer을 하여 transfer kit에 맞

도록 3M paper와 membrane을 놓고 90 V에서 2 h 동안

transfer하 다. 그 후 membrane을 꺼내서 5% skim

milk에 1 h 동안 blocking을하 다. blocking buffer을 제

거한 후 primary antibody를 넣고 상온에서 over night

incubation하 다. 24시간 후 0.1% TBST를 이용하여 30

min washing 한 후 secondary antibody를 제조하여 2 h

동안 incubation한 후 0.1% TBST를 이용하여 30 min

washing하 다. ECL solution을 섞어서 membrane 에

뿌려 후, film을 이용하여 상하 다.

3.3.3 Nitric Oxide 측

식세포 계열 (murine macrophage cell line)인 RAW

264.7 세포에 하여 DMEM 배지를 이용하여 1.5× 105

cells/mL로 조 한 후 48 well plate에 종하고, 시료와

LPS(1μg/mL)를 함유한 새로운 배지를 동시에 처리하여

24 h 배양하 다. 생성된 NO의 양을 Griess 시약을 이용

하여세포배양상등액100 μL와Griess 시약[1%(w/v) sulfanil

-amide, 0.1%(w/v)naphtylethylenediamine in 2.5%(v/v)

phosphoric acid] 100 μL를 혼합하여 96 well plate에서

10min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농도 곡선은 sodium

nitrite(NaNO2)를 단계 으로 희석하여 얻었다.

3. 연 결과

본 연구는 명월 의 항염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명

월 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NF-kB Nitric Oxide의생

성정도를 측정하 고, 염증과 련된 질환 방 피부

개선을 한 소재로서의 항염효과의 가능성을 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NF-kB  단백질 발

NF-kB는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표 사인자

(Transcription Factor)로서 비활성화 단계에서는 세포질

(Cytoplasm)에 치하고 있으며, 활성화되면 핵(Nucleus)

내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이

용하여 NF-kB의 단백질량을Western blotting 방법으로

분석하 다. 이를 하여 세포질과 핵이 잘 분획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하여 표지자로서 세포질에만 존재하는

α-tubulin과 핵막단백성분인 Lamin B를 이용하 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포질과 핵이 분획되어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NF-kB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TNF-α를 HDF 세포에 처리한 후 NF-kB의 핵 내로의

이동을 찰한 결과 2번 lane과 5번 lane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세포질(2번 lane)에서 NF-kB의 밴드크기가

감소하고, 핵(5번 lane)내의 밴드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TNF-α에 의해 NF-kB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월 에탄올추출물을 첨

가한 결과 TNF-α에 의한 NF-kB의 활성화가 억제된다

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3번 lane의 밴드 크기가

2번 lane에 비해 상 으로 증가하 으며, 6번 lan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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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크기가 상 으로 5번 lane에 비해 감소된 것을 보

고 단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명월 에탄올추

출물은 염증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고 단할 수 있었다.

NF-kB

Lamin B

α-tubulin

- - + - - +
Gyrura Procumbens

(10 μg/mL)

- + + - + +
TNF-α

(10 μg/mL)

Cytoplasm Nucleus

[Fig. 1] The Activity of NF-kB and Lamin B 

3.2 Nitric Oxide 발

Nitric Oxide(NO)는 신경 달 매개체로 피부 면역반

응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체내방어기능, 신호

달기능 등의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 한 활성산소의

주요한 원인인자로서 NO는 염증반응에서 그 생성이 증

가되므로 피부조직의 손상에 향을 미치는것으로 알려

져 있다. NO와 활성산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Peroxynitrite

(ONOO-)는 강력한 산화물질로서 세포손상과 지질과산

화를 유발시키는 독성성분으로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

는 것으로보고되었다. NO의 신호 달 작용은NO를 제

거할 수 있는 ROS의 체내농도와 metalloprotein의 활성

도에따라 달라지게 된다. NO는이차 인산화와 염증성

세포신호 달을 나타내고 염증성 산화물질들은체내 염

증발 으로 질환 피부조직의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명월 에탄올추출물을 농도별로 용한 결과 10 ppm

에서 22 μM을 나타냈고 200 ppm에서 11.5 μM로 감소되

었다. 명월 의 농도를증가함에따라 NO의 생성을유의

으로 감소시켰으므로 NO 생성을 억제시켜 명월 는

약리 인 상으로 항염증 효과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Fig. 2]에서 보듯이 명월 에탄올추출물NO 생성

을 농도 의존 으로 억제시키고 있다. LPS 1 ppm을 가

하 을 때 NO 생성량은 25 μM정도 으나, 명월 에탄

올추출물의 처리에 용량 의존 으로 NO 생성량은 감소

하고 있었다.

- + Dexa GP

[Fig. 2] The result of Nitric Oxide assay

4. 논

NF-kB와 련된만성염증성질환으로는류마티스

염, 상동맥경화, 만성호흡기장애(chronic obstructiv

pulmonary disease), 천식,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염증성 장 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궤양성

장염(Ulcerative colitis) 등이 있다[8]. TNF-α를 HDF 세

포에 처리한 후 NF-kB의핵 내로의 이동을 찰한결과

2번 lane과 5번 lane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세포질(2

번 lane)에서 NF-kB의 밴드크기가 감소하고, 핵(5번

lane)내의 밴드크기가 증가하 다. 명월 에탄올추출물

을 첨가한결과 TNF-α에 의한 NF-kB의 활성화가 억제

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있었는데, 이결과는 명월 에

탄올추출물이 염증반응에 정 인 향을 수 있다고

단할 수 있다. NF-kB는 다른 염증성 사이토카인, 모

카인 그리고 부착성 분자들의 유 자들을 조 하게된다.

그러나 NF-kB의 조 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서

단순한 in-vitro 실험으로 규명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명월 에탄올 추출물의 염증결과들은

다양한 변수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향을 주고받는

실제 임상 인상황과다를 수있어서번 결과는 더세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Nitric Oxide(NO) 생성에 명월 에탄올추출물

을 농도별로 용한 결과 10 ppm에서 22 μM을 보 고

200 ppm에서 11.5 μM로 NO생성이 감소된 결과는, 명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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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도를 차로 증가시킴에 따라서 NO의 생성을 유

의 으로 감소시켰으므로 (p<0.001) 명월 는 약리 인

상으로 항염증 질환의 방 피부의 염증개선에 도

움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명월 에탄올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는 피부뿐

만 아니라 이들 만성질환의 약물로서의활용가능성도 내

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더욱 진 된 세포신호메

커니즘에 한 규명과 함께 정량 인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언 

본 연구는 명월 추출물의 기본 인 항염효과를 알

아보기 하여 시행되었다. NF-kB의 활성화 정도를 세

포질과 핵을 분획하여 세포질과 핵 내의 NF-kB의 단백

질량을 Western blotting 방법으로 분석하 다. 세포질과

핵이 잘 분획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해세포질에만 존재

하는 α-tubulin과 핵막단백성분인 Lamin B를 이용하

다. 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 -α를 인 으로 처

리한 후 에탄올추출물을 첨가한 결과 TNF-α에 의한

NF-kB의 단백질과 mRNA의 밴드가 감소하여 활성화가

억제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Nitric Oxide 발 은 명월 에탄올추출물을 농도별로

용하여 10 ppm에서 22 μM, 200 ppm에서 11.5 μM로

10.5 μM 감소되었다. 명월 의 농도를 증가함에 따라

NO의 생성을 유의 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Tumor necrosis factor, 염증원인내독소(Lipopoly

- saccaride : LPS)를 가한 후 명월 추출물의 농도를

달리하여 Nitric Oxide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도에 높

아짐에따라 Nirtic Oxide의 생성량은 유의 으로 감소하

여 명월 추출물이 독소생성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

과는 항염효과에 향을 것으로 기 할 수있었다. 따

라서 향후 Real-Time PCR 등으로 보다 정량 인 연구

와 함께 NF-kB조 과 련된 IkB, RelA, p50 등의 세포

신호메커니즘(cell signaling)을 추가 으로 연구함으로

써 명월 에탄올 추출물의 항염증효과에 한 보다 정

확한 기작을 이해한다면 명월 는 피부개선 염증발

의 방을 하여 실제 인 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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