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ne Expression Profiles and Antioxidant Effects of Houttuynia cordata Thunb 
Extract in Human Keratinocyte HaCaT Cells

Jung Min Kim
1
 and In Seok Bang

2
*

1
Genoplan, Inc. & NAR Center, Inc., Teheran-ro 216, Seoul 06221, Korea 

2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 and the Research Institute for Basic Sciences, Hoseo University, Asan 31499, Korea 

Received July 26, 2018 /Revised September 13, 2018 /Accepted September 14, 2018

Based on the antioxidative effects in organic solvent fractions obtained from the main methanolic ex-
tract of Houttuynia cordata Thunb, the cytoprotective effects by oxidative-stress were here analyzed. 
Regarding the antioxidant activity of organic solvent fractions, the electron-donating ability of DPPH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and ED50 exhibited the highest concentration at 175 μg/ml in 
the Hc-EtOAc fraction. The cell viability of Hc-EtOAc fractions on H2O2-induced HaCaT cell death 
(IC50)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and a visible cell survival rate of 74% was ob-
served at a concentration of 100 μg/ml. Meanwhile, the gene expression patterns in HaCaT cells treat-
ed with 100 μg/ml of the Hc-EtOAc fraction for 6 and 24 hr were identified with microarray analysis. 
The genes involved in signal transduction, cell division, antioxidant activity, and epithelial cell pro-
liferation were found to be 2-fold up-regulated genes in HaCaT cells following the Hc-EtOAc fraction 
treatment. Especially, proinflammatory cytokines (IL1B, TNF, and IL6) were identified as involved in 
antioxidant activity based on the expression patterns of the HaCaT cells, and pathway analysis in-
dicated that TLR4 might be considered an upstream regulator of these genes. In order to verify the 
activity of IL1B, TNF, and IL6, qRT-PCR showed that the expression increased more than 2 times in 
HaCaT cells treated with at least 100 μg/ml of the Hc-EtOAc fraction. The activity of the upstream 
regulator TLR4 protein was also increased by the Hc-EtOAc fraction. As a result,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the Hc-EtOAc fraction is predicted to pass from TLR4 through cytokines such as IL1B, TNF, 
and I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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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

적․화학적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 조

절, 보습유지 등의 작용을 한다[12]. 표피의 각질세포(kerati-

nocyte)는 분화하여 각화함에 따라 형태가 변하며 4개의 세포

층인 기저층, 유극층, 과립층, 그리고 각질층을 형성하여 장벽

의 기능을 담당한다[8]. 또한 각질세포는 면역학적 반응을 조

절하는 사이토카인 분비와 염증성 인자를 유도하는 생리조절 

물질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10, 36]. 이러한 피부 표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각질세포

는 생체 대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reac-

tive oxygen species, ROS)의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 

초래로 궁극적으로 피부의 면역기능 억제, 염증 유발, 탄력 

감소, 주름 및 기미, 주근깨 등의 질환들을 유발하여 결국 피부 

노화가 가속 된다[32]. 따라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체 

내 뿐만 아니라 피부에서 활성산소로부터 각질세포를 포함한 

피부세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천연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19]. 아울러 피부의 미용 효과도 주로 천연

물질의 항산화 작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그 외 다른 작용기전 및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이들로부터 

찾으려는 노력도 기울여지고 있다[13].

어성초(Houttuynia cordata Thunb)는 삼백초과(saururaceae)

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의 야생 약초이다. 오래전부터 동양의

학에서 청열해독(清熱解毒), 소옹배농(消癰排膿), 이뇨통림(利

尿通淋), 등의 효능이 있으며, 폐옹토농(肺癰吐膿), 폐열해수

(肺熱咳嗽), 열독창양(熱毒瘡瘍), 습열로 인한 임병, 습열로 인

한 이질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1]. 어성초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은 항산화[3, 5, 6], 항균[7], 항바이러스[9], 항염[20], 

항암[23], 항과민[27], 기타 항돌연변이[16] 등의 활성이 보고되

었다. 이렇듯 다양한 약물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어성초의 약리 성분을 추출하여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하

려는 연구가 활발하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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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성초의 메탄올(methanol, MeOH) 추출에 의한 

유기용매별 분획물의 항산화 효과를 근거로 활성산소의 산화

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보호 효과를 인간 피부각질세포인 

HaCaT 세포로 확인하였다. 또한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난 

어성초의 ethyl acetate (EtOAc) 분획물(Hc-EtOAc)에 대한 

HaCaT 세포의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전을 microarray 분석을 

통하여 항산화 활성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 및 이

들의 상위 조절자(upstream regulator)에 대한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규명하였다.

재료  방법

시약

실험에 사용된 어성초의 추출 및 분획물의 유기용매로는 

MeOH, n-hexane, chloroform (CHCl3), EtOAc, n-butanol 

(n-BuOH)을 Duksan Co.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Fetal Bovine Serum (FBS)은 Wisent (USA)에서 구입하였

고, butylated hydroxyl toluene (BHT), 1,1-diphenyl-2-picr-

yl-hydrazyl (DPPH), hydrogen peroxide (H2O2) 및 3-(4,5-dim-

ethylthiazol-2-yl)-2,5-diphenyl-2H-tetrazolium bromide (MTT) 

assay 시약은 Sigma (USA)에서 구입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은 Sigma-Aldrich (USA)

에서 Minimum Essential Medium (MEM)과 Dulbecco's 

Phosphate-Buffered Salines (DPBS)는 Welgen (Korea)에서 구

입하였다. Penicillin-streptomycin은 Gibco (USA)에서 항체는 

Ab frontier (Korea)와 Sigma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RIzol® REAGENT는 Invitrogen (USA)에서 Total RNA 정

량 및 정성분석을 위한 RNA nano kit (2100 Bioanalyzer 

System)는 Agilent Techologies (USA)에서 구입하였다.

시료의 제조

어성초를 전북 군산에서 생산되고 한우리 약초사(서울)에

서 건조 상태로 포장된 잎과 줄기를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어성초의 메탄올 추출 이후 용매에 따른 분획물은 n-hex-

ane, CHCl3, EtOAc, n-BuOH, water 순으로 김 등[21]의 방법

에 따라 추출하였다

DPPH 자유라디칼 소거능 측정

어성초의 용매별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은 DPPH의 자유라

디칼 소거효과(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를 측정하는 방

법에 따라 측정하였다[30]. MeOH에 녹인 0.2 mM DPPH 용액 

900 μl에 메탄올에 용해시킨 각 분획의 농도별 시료 10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 동안 암실에서 방치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물로는 BHT를 사용하였고, 

시료의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EDA (%) = (1-A/B) ×100

A: 517 nm에서의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B: 517 nm에서의 무첨가군의 흡광도 

각 분획물의 EDA (%) 값을 바탕으로 흡광도를 50% 감소시

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양 ED50 (μg/ml)을 구하고, BHT와 비교

하여 항산화 활성을 검정하였다.

세포배양

인체 유래 피부각질세포인 HaCaT 세포주를 한국생명공학

연구원(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

nology, KRIBB)으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HaCaT 세포

는 10% FBS와 100 units/ml의 항생제(penicillin-streptomy-

cin)가 포함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로 유지되는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시 주 2~3회 동일 배지로 

갈아준 다음, 배양 6~7일 경과 후 PBS로 세척 및 0.05% tryp-

sin-0.02% EDTA로 부착된 세포를 분리 및 원심분리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HaCaT 세포에 한 어성  추출 분획물  H2O2의 세포

독성

HaCaT 세포를 96 well plate에 well 당 1×104 cells/ml가 

되도록 100 μl씩 분주하고 37℃,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부착시킨 다음 각 분획의 농도 별 10 μl를 첨가하여 24시

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아래의 MTT assay 방법으

로 측정하였다. 또한 HaCaT 세포에 10~100 μM의 H2O2를 4시

간 처리하여 MTT assay로 분석하여 H2O2에 의해 50%의 세포 

사멸을 보이는 산화 스트레스의 조건(IC50)을 설정하였다.

H2O2에 의한 Hc-EtOAc 분획물의 세포보호 효과

DPPH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이 높게 나타난 Hc-EtOAc 분

획물의 H2O2에 대한 HaCaT 세포보호 효과를 측정하였다. 

HaCaT 세포를 96 well plate에 접종한 후, 농도 별 Hc-EtOAc 

분획물을 처리하고 24시간 후 설정된 IC50 (500 μM) 농도의 

H2O2를 처리하여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BHA를 세포에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며, MTT assay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여 세포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양성 대조군

으로 BHT를 세포에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며 MTT assay로 세

포 생존율을 control group에 대한 % 농도로 나타내어 세포보

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MTT Assay

HaCaT 세포에 대한 어성초 추출 각 분획물 및 H2O2의 세포

독성, Hc-EtOAc 분획물의 H2O2로부터의 세포보호 효과를 

MTT assay로 측정하였다. 시료 처리된 세포 각각의 well에 

MTT 용액(5 mg/ml)을 10 μl씩 처리한 후 37℃에서 4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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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for qPCR

Gene name Primer sequence

IL1B
Reverse

Forward

5’-cgatgcacctgtacgatcac-3’

5’-tccatatcctgtccctggag-3’

IL6
Reverse

Forward

5’-aaagaggcactggcagaaaa-3’

5’-tttcaccaggcaagtctcct-3’

TNF
Reverse

Forward

5’-aacctcctctctgccatcaa-3’

5’-ggaagacccctcccagatag-3’

안 배양하여 상등액을 제거하였다. 형성된 MTT formazan 결

정체를 dimethyl sulfoxide (DMSO) 100 μl에 4시간 동안 용해

시켜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USA)로 formazan의 

흡광도가 최대가 되는 570 nm의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세포 생존율은 대조군의 흡광도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Microarray 분석

직경 100 mm의 세포 배양 용기에 1×106 cells/ml의 HaCaT 

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pre-incubation 시킨 후 100 μg/ 

ml의 Hc-EtOAc 분획물을 처리하여 6시간 및 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Hc-EtOAc 분획물 및 메탄올(대조군)이 처리된 

HaCaT 세포를 회수하고 TRIzol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추

출하였고, total RNA 정량 및 정성분석은 RNA nano kit를 

사용하였다. 이후 각 시료의 total RNA로부터 target cRNA의 

합성(amplification and labeling) 및 혼성화 반응(nucleic acid 

hybridization)은 Agilent’s Low RNA Input Linear Amplifi-

cation Kit PLUS (Agilent Technology)를 이용하여 수행하였

다. 대조군 시료는 cyanine 3, 실험군 시료(Hc-EtOAc 분획물)

는 cyanine 5로 각각을 증폭 및 라벨시켰다. 증폭 및 라벨된 

cRNA는 RNase Mini Spin Columns (Qiagen, Germany)를 

이용하여 정제, ND-1000 spectrophotometer (NanoDrop Te-

chnologies,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750 ng cRNA를 

이용하여 hybridization buffer를 만들고 Agilent Whole 

Human Genome Oligo Microarray (44K)에서 혼성화 반응을 

실시하였다. Hybridization image는 Agilent DNA micro-

array scanner를 이용하여 스캔하였으며, 데이터 정량은 Agi-

lent Feature Extraction software를 이용하였다. 모든 데이터

의 normalization (LOWESS)과 fold-changed genes의 선택은 

GeneSpring GX 7.3 (Agilent Technology)으로 수행하였다. 각 

실험군에서 flag-out genes들은 제거하였으며, normalized ra-

tio는 signal channel intensity 중간값을 control channel in-

tensity 중간값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유전자 선정(gene se-

lection)을 위한 functional annotation은 Gene OntologyTM 

Consortium (http://www.geneontology.org/index.shtml) DB 

정보를 따랐으며, IPA (ingenuity pathways analysis, http:// 

www.ingenuity.com)를 이용하여 상위 조절자를 탐색하였다.

유 자 발  정량분석

Microarray 분석에서 선발된 유전자들에 대해 Quanti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qPCR)을 수행하였다. 농도별 

Hc-EtOAc 분획물이 6시간 동안 처리된 HaCaT 세포로부터 

TRIzol를 이용하여 제공된 매뉴얼에 따라 Total RNA를 추출

하여 Epoch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Biotek, USA)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추출된 Total RNA를 정량하고 순도를 측

정하였다. cDNA 합성은 2-step으로 진행하였다. AccuPower® 

RT PreMix K-2041 (Bioneer, Korea)를 이용하여 Total RNA 

1 μg을 주형으로 Oligo dT (12-18) (Ordered by Bioneer, 

Korea) 100 pmole을 primer로 사용하였으며 MyGenie96 

Thermal block (Bioneer)를 이용하여 RT-1 (Primer annealing)

은 70℃에서 5분 조건으로 RT-2 (cDNA synthesis and RTase 

inactivation)는 42℃ 60분 85℃ 5분 조건으로 수행하여 cDNA

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는 RNase free water (Sigma-al-

drich)로 희석한 후 PCR template으로 사용하였다. 유전자의 

발현분석은 AriaMX system (Agillent Technologies)을 이용

하여 유전자 특이적인 oligo primer (Table 1) 1 pmole, cDNA 

5 ng, AccuPower® 2X Greenstar qPCR Master, K-6253 

(Bioneer) 10 ul, Rnase Free water (Sigma-aldrich) 4 ul로 각 

well 당 20 ul로 혼합하는 조건으로 qPCR을 수행하였다. PCR 

조건은 Enzyme activation 95℃ 3분, denature 95℃ 15초, an-

nealing/extension 20초 조건으로 40 cycle을 수행하였다. 유

전자 상대정량 분석은 HmGAPDH의 발현량을 기준으로 nor-

malize를 수행하였으며 상대정량은 ΔΔCT Method (A Biosys-

tems-Applied Biosystems, 2004) 방법을 사용하여 Excel 

(Microsoft, USA)에서 계산하였다.

Western blotting

Hc-EtOAc 분획물이 처리된 HaCaT 세포를 PBS로 washing

하여 수확하였다. 세포를 lysis buffer로 용해한 다음 13,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30 

μg의 상층액을 8% SDS-PAGE [22]로 분리시킨 후, Towbin 

등[35]의 방법에 따라 PVDF membrane (Bio-Rad, USA)으로 

150 V에서 1시간 동안 전이 시켰다. Membrane을 3% BSA가 

포함된 0.05% PBST (0.05% Tween-20, Phospho-buffered sal-

ine)로 1시간 동안 blocking 한 다음 1차 항체를 4℃에서 16시

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PBST로 5분 동안 3회 세척 후 2차 

항체를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로 5분 동안 

3회 세척 후 Enhanced Chemiluminoescence (ECL)  (ATTO, 

Japan) 용액으로 발광하여 X-ray 필름에 노출시켜 단백질 발

현을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최소한 3회 이상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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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various solvents 

fraction from H. cordata extract. ED50 values were defined 

as the sample concentrations required for 50% the radical 

to be scavenged.

Table 2. Absorbance changes for organic solvent fractions of Hc or BHT showing DPPH free-radical scavenging activity

Samples Control Fractions

Conc. (μg/ml) BHT n-Hexane CHCl3 EtOAc n-BuOH Water

1,000

500

250

100

0.065±0.004
ab

0.108±0.005a

0.290±0.005a

0.688±0.004a

1.175±0.010a

1.185±0.009a

1.207±0.006a

1.220±0.017a

1.052±0.024a

1.048±0.009a

1.126±0.002a

1.170±0.030a

0.271±0.022ab

0.421±0.026a

0.598±0.016a

0.713±0.014a

0.584±0.030a

0.705±0.019a

0.877±0.036a

1.004±0.025a

1.180±0.020a

1.181±0.032a

1.201±0.011a

1.257±0.021a

Blank: 1.278.

Values are mean ± SD, n=3.
aSignificantly different (ap<0.01) by ANOVA test.
bSignificantly different (bp<0.05) between control group by Tukey’s test.

당 평균±표준편차로 표현하였다.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SPSS 

program (ver. 12.0.01)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시행하였으며, 신뢰수준 p<0.05에서 평균값

들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고찰

항산화 활성

어성초에 MeOH을 가하여 얻은 추출에 이어 용매의 극성

에 따른 순차 분획물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Table 

2). 어성초의 각 분획물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흡광도가 감소하

여 DPPH의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이 유의성있게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므로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p<0.01). 특히 Hc-EtOAc 분획물은 BHT와 비교적 유사한 전

자공여능과 다른 분획물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항산화 활성물

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5). 또한 전자공여능

(EDA)에 의해 얻은 ED50은 BHT의 81.87 μg/ml 보다는 낮으

나 Hc-EtOAc 분획물에서 175.08 μg/ml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n-BuOH, CHCl3, n-hexane, 그

리고 water 분획물 순이었다(Fig. 1). 이러한 결과는 어성초 

추출물의 농도 증가에 따른 DPPH 자유라디칼에 대한 소거능 

증가[14, 26]와, 추출에 사용되는 용매에 따라 DPPH 자유라디

칼의 소거능이 다르다는 기존의 보고[18]와 일치한다. 따라서 

어성초를 비롯한 약용 천연물 소재에 함유된 항산화 활성물질

은 특정 용매에만 용해되지 않고 다른 용매에도 용해되는 성

분으로 단일 성분이 아니며, 추출 조건에 따라 항산화 활성물

질의 함량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5]. 한편 본 실험의 

어성초의 MeOH 추출에 의한 유기 용매별 분획물에 대한 전

자공여능이 Lee 등[25]의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활성으로 나

타난 것은 건조된 어성초 시료에 포함된 부위별 함량이 다르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세포독성 평가

어성초의 분획물 및 H2O2에 대한 HaCaT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어성초의 순차 분획물의 HaCaT 세포 생존율은 

대조군을 100%(±1.04)로 설정하여 1, 10, 100 μg/ml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모든 처리군에서 95~104%의 세포 생존율로 시료

의 농도에 따른 세포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HaCaT 세포의 생장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2A). 한편 활성산소의 세포독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 생존율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H2O2를 농도별로 HaCaT 세포에 

처리한 결과, 농도 의존적인 세포독성을 나타내었으며(p< 

0.01) 특히, 50%의 세포사멸을 보이는 산화 스트레스의 조건

(IC50) 역시 500 μM에서 나타났다(Fig. 2B).

산화  스트 스에 의한 세포보호 효과

DPPH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이 높게 나타난 Hc-EtOAc 분

획물의 H2O2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HaCaT 

세포보호 효과를 측정하였다. 선행실험(Fig. 2B)의 IC50 값인 

500 μM의 H2O2로 배양 세포를 처리하기 1시간 전에 농도 별 

Hc-EtOAc 분획물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처리한 후 세포 생존

율을 확인하였다(Fig. 3). H2O2 처리군의 세포 생존율은 대조

군인 100%(±2.57)에 비하여 45.12%(±3.93)로 나타났다. 반면 

Hc-EtOAc 분획물 및 동일 농도별 BHT를 각각 HaCaT 세포에 



1410 생명과학회지 2018, Vol. 28. No. 12

A B

Fig. 2. Effects of H. cordata extract or H2O2 on cell viability in HaCaT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each 

solvent fraction (A) or H2O2 (B) as indicated in material and methods. Cell viability was analyzed using the MTT assay.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D for triplicate set of experiments. 
aSignificant difference (ap<0.01) shown by One-way ANOVA test.

Fig. 3. Cytoprotective effects of Hc-EtOAc fraction against H2O2- 

induced oxidative stress in HaCaT cells. Cells were 

pre-treated for 24 hr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Hc-EtOAc or BHT as positive control. The cells were 

then treated with 500 μM H2O2 (IC50) for 4 hr. No H2O2 

treated cells were used as negative control. Viable cells 

were determined using the MTT assay. Data is repre-

sented as the mean ± SD obtained from 3 independent 

experiments conducted in triplicate. 
aSignificant differ-

ences (
ap<0.01) were studied using ANOVA test.

Fig. 4. Gene expression profiles of Hc-EtOAc fraction by micro-

array analysis. Total RNA was extracted from untreated 

or Hc-EtOAc (100 μg/ml)-treated HaCaT cells after 6 hr 

or 24 hr of treatment. A gene set representing >2-fold 

changes in at least one treatment is presented by hier-

archical clustering analysis (red, >2-fold change; green, 

<2-fold change). The clustering is represented using tools 

provided by the GeneSpring GX7.3 software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은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1, 10, 100 μg/ml의 Hc-EtOAc 분획물에

서 각각 53(±1.13), 65.32(±0.52), 74.25%(±5.77)의 세포 보호 효

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기한 Hc-EtOAc 분획물의 

항산화 효과가 HaCaT 세포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HaCaT 세포에 H2O2 처리에 의한 항산화 효소,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및 glutathione peroxidase의 활성 저하

[15]를 Hc-EtOAc 분획물이 항산화 효소 활성을 회복하여 유발

된 산화스트레스 손상을 완화시켰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H2O2의 세포 독성에 대한 HC-EtOAc 분획물의 세포 생존율은 

농도의존적으로 BHT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Hc-EtOAc 분획물의 세포보호 효과는 김 등[21]이 어성초의 

메탄올 추출에 의한 순차별 유기 용매인 EtOAc 분획물에 대한 

LC-MS/MS 분석에서 neochlorogenic acid, myricitrin, 2‘’- 

O-acetylquercitrin, 6‘’-O-acetylgenistin, 그리고 thalifendine

의 화합물들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Hc-EtOAc 분획물에 의한 유 자 발  양상

HaCaT 세포에 Hc-EtOAc 분획물을 6, 24시간 처리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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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Effect of Hc-EtOAc fraction by microarray analysis. Gene 

Ontology analysis revealed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2-fold, A, or <2-fold regulated genes, B) in HaCaT cells 

in response to Hc-EtOAc fraction.

A

B

C

Fig. 6. Effect of Hc-EtOAc fraction on gene expressions of the 

proinflammatory cytokines IL1B (A), IL6 (B), and TNF 

(C) in HaCaT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the in-

dicated concentrations of Hc-EtOAc fraction and in-

cubated for 6 hr. The relative levels of gene expression 

were determined by qPCR analysis. Each value repre-

sents the mean ± SD of triplicate experiments. *p<0.05, 

**p<0.01 versus the control (NT, no treatment).

석한 microarray를 hierarchical clustering으로 나타내었다

(Fig. 4). 6시간 대에서 변화된 유전자 발현 양상은 24시간 대에

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24시간 처리군은 6시간 처리군 

보다 2 배 이상 발현이 증감된 유전자 수가 약 2 배 많았다. 

따라서 이후 유전자 분석은 6 및 24시간 모두에서 2 배 이상 

변화된 유전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HaCaT 세포에서 Hc- 

EtOAc의 작용기전을 예측하기 위하여 gene ontology (GO) 

분석 결과, 2 배 이상 발현이 증가된 유전자들은 신호전달

(signal transduction), 세포분열(cell division), 항산화 활성

(antioxidant activity), 그리고 상피세포 증식(epithelial cell 

proliferation) 등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A). 2 배 

이상 발현이 감소된 유전자들은 분화와 관련된 세포 형태 형

성(cell morphogenesis involved in differentiation), 조직 발달

(tissue development), 표피 발달(epidermis development) 및 

세포 발달(cell development) 등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B). 특히 HaCaT 세포에서 Hc-EtOAc 분획물은 DPPH 

자유라디칼 소거활성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

며, 이후 연구에서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항산화 활성 관련 

유전자들의 작용에 집중하였다.

항산화 활성 유 자의 검증

Hc-EtOAc 분획물에 의해 2배 이상 발현이 증가된 유전자들 

중 항산화 활성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6시간 기준)

는 IL6, TNF, FANCD2, HMOX1, CXCL2, IL1B, 그리고 

ARNTL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들 항산화 활성에 

작용하는 유전자들을 이용하여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및 상위 

조절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항산화 활

성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는 IL1B, IL6, 그리고 

TNF와 같은 대표적인 전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s)이었고, 이에 대한 상위 조절자로 TLR4 [31]가 예측

되었다(Table 4). 따라서 IL1B, IL6, 그리고 TNF 유전자들의 

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qRT-PCR을 수행하였다(Fig. 6). IL1B

는 농도의존적으로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100 μg/ml 이상 처



1412 생명과학회지 2018, Vol. 28. No. 12

Table 3. The list of >2-fold changed genes (6 or 24 hr) and involved in antioxidant activity by Hc-EtOAc fraction in HaCaT cells

C6 vs. Hc-EtOAc61
　

　

C24 vs. Hc-EtOAc242
Gene

symbol
Gene name

Ratio3 Treated4 Control5 Ratio Treated Control

4.32

3.65

2.57

2.50

2.25

2.05

2.02

1.92

1.90

1.62

1.57

1.54

1.42

1.29

1.26

1.17

1.07

1.03

1.02

0.99

0.94

0.93

0.89

0.86

0.80

0.56

0.50

0.43

0.43

312

148

95

684

53

14997

1499

1328

1310

54

25

4599

131

21

431

238

592

354

59

1396

1791

2180

28446

1397

23

131

381

423

26

72

41

37

273

23

7318

742

693

691

33

16

2989

92

16

342

204

555

344

58

1417

1909

2352

32039

1627

28

234

764

985

61

　

1.66

2.41

2.52

2.36

0.55

11.47

2.05

2.42

2.85

0.45

0.39

2.33

2.08

0.42

2.18

0.43

0.43

0.36

0.24

0.12

0.25

0.41

2.44

2.42

2.01

0.36

0.53

0.10

0.43

160

323

132

815

46

18838

2089

1332

1285

151

25

4323

147

33

578

436

877

917

72

1769

3339

2556

39526

2238

35

110

416

624

41

97

135

52

346

84

1642

1021

551

451

335

64

1854

71

77

265

1016

2020

2569

303

14376

13543

6205

16225

925

17

303

788

6552

9

IL6

TNF

FANCD2

HMOX1

CXCL2

IL1B

ARNTL

VEGFA

JUN

TP53INP1

PRRX2

VEGFA

RORA

UCP2

NQO1

FBXO32

CLU

S100A9

IDO1

TNFSF10

S100A8

GSN

PRNP

XDH

FGF2

NOTCH1

APP

CCL2

BDNF

interleukin 6 (interferon, beta 2)

tumor necrosis factor

Fanconi anemia, complementation group D2

heme oxygenase (decycling) 1

chemokine (C-X-C motif) ligand 2

interleukin 1, beta

aryl hydrocarbon receptor nuclear translocator- like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

jun proto-oncogene

tumor protein p53 inducible nuclear protein 1

paired related homeobox 2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

RAR-related orphan receptor A

uncoupling protein 2 (mitochondrial, proton carrier)

NAD(P)H dehydrogenase, quinone 1

F-box protein 32

clusterin

S100 calcium binding protein A9

indoleamine 2,3-dioxygenase 1

tumor necrosis factor (ligand) superfamily, member 10

S100 calcium binding protein A8

gelsolin

prion protein

xanthine dehydrogenase

fibroblast growth factor 2 (basic)

notch 1

amyloid beta (A4) precursor protein

chemokine (C-C motif) ligand 2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1C6 vs. Hc-EtOAc6: control (untreated) versus Hc-EtOAc fraction (treated). The human keratinocyte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100 μg/ml and incubated for 6 hr. 2C24 vs. Hc-EtOAc24: control (untreated) versus Hc-EtOAc fraction (treated). The human keratino-

cyte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100 μg/ml and incubated for 24 hr. 3The normalized ratios were calculated by dividing the 

test channel of signal intensity by the control channel of signal intensity. 4The signal intensity of Hc-EtOAc (treated). 5The signal 

intensity of control (untreated).

Table 4. The 5 upstream regulators by Hc-EtOAc fraction in HaCaT cells predicted by the upstream regulator analysis in IPA

Upstream Regulator Molecule Type p-value of overlap Target molecules in dataset

TLR4

ADIPOQ

PPARGC1A

LIPE

IGF1

transmembrane receptor

other

transcription regulator

enzyme

growth factor

 0.00000884

0.000245

0.000389

0.00104

0.00117

IL1B, IL6, TNF

HMOX1, TNF

IL6, SOCS3, TNF

BCL6, FOS, IL1RL1

IL1B, TNF

The p-value of overlap was used to rank the significance associated for each upstream regulator. The p-value indicates the significance 

of the overlap between the genes targeted by the upstream regulator in the Ingenuity Pathways Knowledge Base database and 

the experimental dataset.

리군에서 2 배 이상 발현이 증가하였다. IL6과 TNF는 50 μg/ 

ml 이상 처리군부터 2 배 이상 발현이 증가하였다. 이들 유전

자 모두의 활성은 microarray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식세포, 임파구, 단핵구, 비만세포, 혈소판, 그리고 섬유아세

포 등과 같은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세포에서는 전염증성 사이

토카인에 의해 염증반응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29]. 즉, 염증반응은 세포에서 분비되는 IL1, IL6, TNF와 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해 조절되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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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pression of up-regulator TLR4. The expression level 

of up-regulator TLR4 was increased in Hc-EtOAc frac-

tion-treated HaCaT cells. Protein expression level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The y-axis indicates the 

relative expression levels obtained by Western blotting. 

The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 ± SD of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p<0.01 

and ***p<0.001 vs. the control (NT, no treatment).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를 전염증성 반응이라 한다[24, 28]. 

한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특히 활성산소 혹은 산화적 스트

레스가 염증반응의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다[11]. 또한 HaCaT 세포는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는 아니며, 염증반응을 유도한 상태 역시 

아니므로, 향후 염증반응 세포에서 염증을 유도한 상태에서 

Hc-EtOAc 분획물에 의한 이들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상호

작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c-EtOAc 

분획물에 의한 항산화 활성에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관여함 

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  조 자 TLR4의 활성 측정

TLRs는 병원균이 숙주의 몸 속에 들어왔을 때, 병원균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인식하여 선천성 면역반응과 뒤이

어 후천성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

로 잘 알려져 있다[33, 37]. 상기 IPA 분석에서 IL1B, IL6, 그리

고 TNF 유전자의 상위 조절자인 TLR4의 활성은 Western blot-

ting으로 검증하였다(Fig. 7). Hc-EtOAc 분획물 50, 100, 그리

고 200 μg/ml이 각각 24시간 동안 처리된 HaCaT 세포와 무처

리구(control)를 대조군 단백질 β-actin (loading control)의 발

현 양으로 보정, 비교 시 TLR4의 단백질량이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여 TLR4의 활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결과, 어성초의 메탄올 추출에 의한 EtOAc 분획물

로부터 항산화 효과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HaCaT 세포보

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Hc-EtOAc 분획물은 HaCaT 세포

에서 신호전달, 세포분열, 항산화 활성, 그리고 상피세포 증식 

등에 작용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Hc-EtOAc 분획물에 의한 HaCaT 세포의 항산화 활성

은 TLR를 경유하여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B, IL6, 그리고 

TNF의 활성으로부터 조절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항산화 활성 기전의 분자생물학적 이해는 기존의 다양한 약물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어성초 유래 유효성

분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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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인간 피부각질세포 HaCaT에서 어성  추출물의 유 체 발  분석  항산화 효과

김정민1․방인석2*

(1제노플랜코리아㈜ 유전체분석팀, 2호서대학교 생명과학과)

본 연구는 어성초(Houttuynia cordata Thunb)의 메탄올 추출에 의한 유기 용매별 분획물에서 항산화 효과를 근

거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HaCaT 세포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용매별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은 시료의 농도

가 증가할수록 DPPH에 대한 전자공여능도 증가하였으며, ED50은 ethyl acetate (EtOAc) 분획물에서 175 μg/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H2O2에 의해 유도된 HaCaT 세포의 세포사멸(IC50)에 대하여 Hc-EtOAc 분획물은 농도 의존

적으로 유의적인 세포 생존율과, 100 μg/ml 농도에서 74%의 세포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100 μg/ml의 

Hc-EtOAc 분획물을 6 및 24시간 동안 HaCaT 세포에 처리하여 유전자 발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2 배 이상 발현이 

증가된 유전자들은 신호전달, 세포분열, 항산화 활성, 상피세포 증식 등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산화 

활성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전자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B, TNF, 그리고 IL6 등 이었으며, 이들 유전

자의 상위 조절자로써 TLR4가 확인되었다. IL1B, TNF, 그리고 IL6 유전자의 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qRT-PCR을 

수행한 결과, 100 μg/ml 이상의 Hc-EtOAc 분획물 처리군에서 2 배 이상 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조절자 TLR4 단백질의 활성 역시 Hc-EtOAc 분획물에 의해 증가되었다. 이상의 결과, Hc-EtOAc 분획물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TLR4로부터 IL1B, TNF, IL6과 같은 사이토카인을 경유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