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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previous study, we isolated 11 different kinds of compounds from ethyl acetate fractions of lees 
(jubak) which is a by-product of Korean traditional wine production. These compounds were identi-
fied as caffeic acid, coumaric acid, D-mannitol, ferulic acid, hesperetin, hesperidin, naringenin, nar-
ingin, sinapic acid, syringic acid, and vanilic acid. To evaluate their anti-inflammatory activities in an 
in vitro model, nitric oxide (NO) production was measured i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after the treatment of these cells with each compound. Among the various chemicals, 
hesperetin and naringenin showed the highest inhibition of NO production in the LPS-activated RAW 
264.7 cells. Hesperetin was chosen for further study because of its strong anti-inflammatory activity 
and because the mechanisms underlying its anti-inflammatory properties still remain unclear. Our re-
sults showed that hesperetin dramatically inhibited NO produc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as 
compared with in an LPS-only treated group, without affecting cell viability. In addition, hesperetin 
reduced the protein expression of the pro-inflammatory gene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in a dose-dependent manner, whereas it did not affect cyclooxygenase-2 (COX-2) expression. Further-
more, hesperetin inhibited phosphorylation of p38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and ex-
tracellular signal regulated kinase (ERK) 1/2, whereas it did not affect phosphorylation of c-jun N- termi-
nal kinase (JNK). The results indicated that hesperetin regulated the LPS-induced inflammatory re-
sponse by suppressing p38 MAPK and ERK1/2 signaling. Overall, our results may help to understand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mediated by hesper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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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Hesperetin은 감귤 등의 Citrus 속 식물의 과피에 hesper-

etin 7-rutinoside 인 hesperidin 배당체 형태로 1.5~3.0% 함유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약 4,000 여종 이상 밝혀진 flavonoid의 

한 계열인 flavanone으로 분류되고 있다. 천연물을 이용한 생

리활성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flavonoid에 의한 항암[24], 

항산화[17], 그리고 항균 활성[9, 18]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

고된 바 있다. 특히, hesperidin은 항암[1], 항산화[11, 13] 그리

고 항염증[20]등에서 강한 활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fla-

vonoid 물질로 연구되고 있으며 또한 전구체인 chalcone 계 

물질 역시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및 

NF-κB (nuclear factor-kappaB) 경로를 억제하고[6], 염증 매개 

인자인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의 발현과 nitric 

oxide (NO)의 합성을 억제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4]. 반

면, 핵심 구조체인 hesperetin에 의한 lipopolysaccharide 

(LPS) 염증 모델에서의 항염증 활성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염증이란 다양한 외부자극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체 방어기

작의 하나로서, lipopolysaccharide (LPS)와 같은 세균 유래 

내독소(endotoxin)는 대표적인 염증 유도 물질로 알려져 있다

[2]. LPS는 그람 음성세균의 세포벽 구성성분으로서, 대식세포

에 의한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

적인 pattern recognition receptor인 toll-like receptor 4 

(TLR4)와 MD-2의 복합체에 의해 인식된다. 그 결과, 세포 내 

주요 신호전달 경로 중 하나인 MAPK 경로를 활성화 시키게 

된다[3]. 이를 구성하는 p38 MAPK, ERK1/2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1/2) 그리고 JNK (c-jun N-terminal 

kinase)는 전사 조절 인자인 ATF2 [7], CREB [10], STAT3 [8] 

그리고 NF-κB [19]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염증 유전자인 in-

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및 tumor necrosis fac-

tor-alpha (TNF-α), cyclooxygenase-2 (COX-2) 등의 발현을 조

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적으로 iNOS와 COX-2로부

터 생성 유도된 nitric oxide (NO)와 prostaglandin E2 (PGE2)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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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발현 여부는 염증 반응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이용

되고 있다[12]. 또한, 2차 면역 반응을 유도하여 방어기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21], 감염원과 반응기전에 따

라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5]. 따라서, 이

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염증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최근 다양한 천연물을 이용한 염증 반응의 조

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 제조시 부산물로 발생되는 주박으로

부터 분리 동정된 순수물질 11종에 의한 NO 생산 저해 활성을 

연구하였으며, 이 중 저해 활성이 높은 hesperetin에 의한 항염

증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 NO 생산 저해 활성, pro-inflamma-

tory 단백질의 발현 분석 및 MAPKs 경로와의 상관관계에 대

해 연구하였다. 

재료  방법

11종의 순수물질  hesperetin 

11종의 순수물질은 ㈜국순당에서 제공받은 주박에서 분리

하여 동정하였다. 즉, 실험에 사용한 각 순수물질은 ㈜국순당

에서 제공받은 주박 1.5 kg에 95% 에탄올 6 l를 가하여 상온에

서 3일간 2회 추출하였고, 여과 후 감압 농축하여 분말로 제조

하였다. 추출된 추출물 4 g을 물에 현탁 한 후, n-hexane, eth-

yl-acetate 및 butanol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분획하고 최종

적으로 물 잔류물을 회수하여 HPLC 를 통해 각각 분리한 후 

standard curve 비교를 통해 각 순수물질로 동정하였다. 11종

의 순수물질은 1차 선별과정에서만 사용하였고, 이후 실험에 

사용한 hesperetin은 Sigma 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마우스 식세포 RAW 264.7 배양  염증반응 유도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Fredrick, MD, USA) 에서 구입하

였다. 세포주 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Grand Island, NY, USA), 1% penicillin 및 streptomycin 

(WelGene, Korea)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Gibco)를 사용하였다. 염증 반응의 유도는 

Gram 음성 세균의 외막 구조물인 lipopolysaccharide (LPS, 

Sigma, USA)를 이용하였다. 

Nitric oxide (NO) 생성 분석

LPS를 처리하여 염증 유도된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 

세포주에서 주박에서 분리한 11가지 순수물질과 hesperetin에 

의한 NO 생산 수준을 측정 하였다. 즉,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RAW 264.7 세포주를 2×105 개 접종한 후 19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0.2 μg/ml 농도의 LPS (Sigma)를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그 다음 11종의 순수물질들과 hesperetin을 

농도별로 처리한 뒤 16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상등액 

100 μl와 Griess reagent (Sigma) 100 μl를 혼합하여 15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키고, Tecan Infinite M200 plate reader 

(Tecan Austria GmbH, Austria)를 사용하여 54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NO 생성 분석은 독립적인 4개의 well에서 

수행되었으며, 통계 분석은 Sigma plot을 이용하여 mean ± 

SD 값으로 나타내었다.

세포 생존율 분석

세포 생존율 분석은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kit (Promega,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즉,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RAW 

264.7 세포주를 2×105 개 접종한 후 19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0.2 μg/ml 농도의 LPS (Sigma)를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순수물질과 hesperetin을 농도별로 처리한 뒤 16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RAW264.7 세포주에 20 μl의 MTS 용액을 

처리하여 동물세포 배양기서 4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Tecan 

Infinite M200 plate reader (Tecan Austria GmbH, Austria)를 

사용하여 4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생존율 분석

은 독립적인 4개의 well에서 수행되었으며, 통계 분석은 Sigma 

plot을 이용하여 means ± SD 값으로 나타내었다.

Western Blot Analysis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 세포주를 60 mm dish에 접종

한 후 19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0.2 μg/ml 농도의 LPS 

(Sigma)를 처리하고 1시간 동안 대기한 다음 hesperetin을 주

어진 농도 별로 처리한 뒤 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MAPKs와 

phospho-MAPKs 단백질의 경우 각 추출물을 serum free me-

dia에 혼합하여 처리하고 4시간 후, 1.0 μg/ml 농도의 LPS를 

처리하고 30분 후 세포를 수확하였다. 수확한 세포는 4℃에서 

세포활동을 정지시킨 뒤 10x RIPA buffer (Cell signaling, 

Beverly, MA, USA)를 4x로 희석하여 처리한 후 sonication 

하였다. Sonication 된 cell lysate는 15분간 3,000 rpm에서 원

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단백질 정량은 

Bradford assay (Bio-Rad, Hercules, CA, USA) 방법을 이용하

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항체 중 iNOS, COX-2, p38, p-p38, 

ERK1/2. p-ERK1/2, JNK, p-JNK에 대한 항체는 모두 Cell sig-

naling사(USA)에서 구입하였으며, Actin 항체와 2차 항체는 

모두 Santa Cruz 사(Santa Cruz, CA,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실험결과는 mean 

± SD로 나타내었고, 각 실험결과의 유의성 검토는 시료가 포

함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Student’s t-test에 의해 판정

하였으며 p 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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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Effects of 11 different kinds of pure compounds on NO production and cell viability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plated at 2x10
5 cells/well in a 96-well plate and incubated with 250 μg/ml of each pure compound 

for 16 hr. And then, (A)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NO production assay. (B) Cell viability was measured using 

MTS proliferation assay kit. Values indicate means ± SD (n=4). *p<0.05, **p<0.01, ***p<0.001. CA; caffeic acid, CO; coumaric 

acid, Man.; D-mannitol, FA; ferulic acid, HT; hesperetin, HD; hesperidin, NE; naringenin, NI; naringin, SA; sinapic acid, 

SY; syringic acid, VA; vanilic acid.

A B

Fig. 2. Effects of hesperetin on NO production and cell viability in LPS-activ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plated 

at 2×10
5 cells/well in a 96-well plate and incubated with 0.25 or 0.5 mM of hesperetin for 16 hr. (A) And then,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NO production assay. (B) Cell viability was measured using MTS proliferation assay kit. Values indicate 

means ± SD (n=4). ***p<0.001. 

결과  고찰

11가지 순수물질과 hesperetin에 의한 NO 생성 억제  

세포 생존율 변화 분석

전통주 주박 ethyl acetate 추출물로부터 분리 동정한 11개

의 순수 물질이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서 nitric 

oxide (NO) 생산과 세포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주에 250 mg/ml의 11개의 

순수물질을 각각 처리한 결과, hesperetin과 naringenin 처리

에 의해 현저하게 NO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A). 한편, 같은 조건에서 세포생존율 변화를 측정한 결

과 처리한 모든 순수물질들이 세포 생존율에는 큰 영향을 주

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다(Fig. 1B). 

세포 생존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가장 높은 NO 

생산 저해율을 보여준 순수물질 중 hesperetin을 구입하여 추

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Hesperetin에 의한 NO 생성 저해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 0.25 

mM과 0.5 mM의 농도로 hesperetin을 처리한 후 NO 생성과 

cell viability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esperetin 처리는 세포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Fig. 2B), 처리한 hesperetin의 농도의존적으로 NO 생성을 억

제함을 확인하였다(Fig. 2A). 따라서, hesperetin은 LPS로 자극

된 RAW 264.7 세포에서 세포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면서 NO 생산을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함을 확인하였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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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wn-regulation of iNOS protein by hesperet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0.25 or 

0.5 mM of hesperetin for 16 hr. And then,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subjected to Western blotting by us-

ing antibodies against COX-2, iNOS and Actin. 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Fig. 4. Suppression of the phosphorylation of p38 MAPK and 

ERK1/2 by hesperetin treatment. RAW 264.7 cells were 

pre-treated with 0.25 or 0.5 mM of hesperetin for 4 hr, 

and stimulated with LPS (1 μg/ml) for 30 min. And then,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subjected to Western blot-

ting by using antibodies against p38, phopho-p38, ERK- 

1/2, phospho-ERK-1/2, JNK, phospho-JNK, and Actin. 

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hesperetin 유도체인 HD-14가 급성 간조직 상처부위나 LPS 

처리된 RAW 264.7 세포에서 항염증 활성을 보여준다는 보고

가 있었다[5]. 또한 Wang 등에 의해 16개의 신규 hespertin의 

유도체 제조방법과 유도체에 의한 함염증 활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22]. 따라서, 천연물질인 hesperetin은 그 자체가 항염

증 활성을 가질뿐 만 아니라 다양한 유도체의 개발에 따라 좀

더 활성이 높은 천연물 신약의 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Hesperetin에 의한 iNOS 단백질 발  감소

Hesperetin에 의한 pro-inflammatory 유전자 iNOS와 COX- 

2의 단백질의 발현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주에 각각 0.25 mM과 0.5 mM의 농도로 hes-

peretin을 염증 유전자인 iNOS와 COX-2 단백질의 발현을 분

석하였다. 그 결과, iNOS 단백질의 발현은 hesperetin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이 감소하였으나, COX-2 단백질의 경우 

hesperetin에 의해 발현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3). Wu

등은 한약재인 단삼(Salvia miltiorrhiza Bunge) 유래의 천연물

인 neocryptotanshinone도 COX-2의 발현에는 영향없이 iNOS

의 발현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였다[23]. 반면 천연물인 oxy-

resveratrol에 의해서는 iNOS와 COX-2의 유전자와 단백질의 

발현이 모두 감소되었다[14]. 이는 천연물에 따라 항염증 활성

의 작용의 기전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Hesperetin에 의한 p38 MAPK와 ERK1/2 신호 경로 

해

Hesperetin에 의한 염증반응 조절에 MAPKs 신호경로의 

관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hesperetin을 처리한 후, 3가지 

MAPKs의 총 단백질 발현과 각 단백질의 인산화를 Western 

blot으로 분석하였다. 즉, Hesperetin을 0.25 mM과 0.5 mM의 

농도로 RAW 264.7 세포에 4시간 동안 처리한 후 LPS로 15분 

동안 자극하여 p38 MAPK, ERK1/2와 JNK 총 단백질과 각 

MAPK의 인산화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0.25 mM 과 

0.5 mM 농도의 모든 처리군에 비해 p38 MAPK, ERK1/2 및 

JNK의 총 단백질의 발현 변화는 관찰되지 않은 반면, p38 

MAPK와 ERK1/2 단백질의 인산화는 저해되었으며, JNK의 

인산화는 저해되지 않았다(Fig. 4). 이러한 연구 결과는 hes-

peretin이 p38  MAPK 와 ERK1/2 신호전달경로를 억제함으

로써 LPS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염증반응을 억제한

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다양

한 천연물질의 항염증 활성이 MAPK 신호경로와 NF-κB 경로

를 억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6, 25].   

총괄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박에서 분리 동정한 11개의 

순수물질 중 hesperetin과 naringenin에 의한 염증 지표 물질 

중 하나인 NO 생산이 가장 높게 저해되었으며, 이 중 hesper-

etin의 항염증 활성은 p38 MAPK와 ERK1/2 경로를 억제함으

로써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박에

서 분리 동정된 천연물 중 하나인 hesperetin에 의한 항염증 

활성 및 작용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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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마우스 식세포 RAW 264.7 세포주에서 hesperetin에 의한 p38 MAPK와 ERK1/2를 통한 

염증반응 조  

이승훈1․이은주1․정정욱1․손호용2․김종식1*

(1국립안동대학교 생명과학과, 2국립안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전 연구에서 전통주 주박 ethyl acetate 분획물로부터 11개의 순수물질을 분리 동정하였다. 11개의 순수물질

은 caffeic acid, coumaric acid, D-mannitol, ferulic acid, hesperetin, hesperidin, naringenin, naringin, sinapic 

acid, syringic acid, 그리고 vanilic acid로 동정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들의 항염증 활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서 nitric oxide (NO) 생산을 측정하였다. 11개의 순수물질 중 hesperetin과 

naringenin이 가장 높은 NO 생성 억제를 보여주었다. 또한, hesperetin은 세포 생존율에 영향 없이 농도의존적으

로 NO 생산을 저해하였다. 그리고, hesperetin은 농도의존적으로 염증유전자인 iNOS의 발현을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한 반면, COX-2 단백질의 발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hesperetin은 p38 MAPK와 ERK1/2의 인산

화를 억제한 반면 JNK의 인산화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hesperetin은 항염증 활성을 가지며, 이

러한 항염증 활성은 p38 MAPK와 ERK1/2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