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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 mixture of Astragalus

membranaceus (AM) and Lithospermum erythrorhizon (LE) extracts

(ALM16), exerts anti-inflammatory effects in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RAW264.7 macrophage cells, and its underlying

mechanism. ALM16 was prepared by mixing AM and LE extracts

in a ratio of 7:3 (w/w). Cytotoxicity of ALM16 in RAW264.7

cells was not shown up to 200 μg/mL of ALM16.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LM16 does-dependently inhibits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prostaglandin E2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interleukin-1β, interleukin-6, and tumor necrosis factor-

α) in LPS-induced RAW264.7 cells. ALM16 not only markedly

reduced the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and cyclooxygenase-2 (COX-2)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but also inhibited the nuclear translocation and

DNA-binding activity of nuclear factor-kappa B (NF-κB). In

addition, ALM16 specifically inhibited the phosphorylation of c-

Jun N-terminal kinase and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s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LM16 may exert anti-inflammatory effect by

modulating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and NF-κB signaling

pathways.

Keywords ALM16 · Anti-inflammatory ·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 Nuclear factor-kappa B · RAW264.7 macrophages

서 론

염증반응(inflammation response)은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자극,

외부 병원체의 침입, 독성물질의 침윤 등으로 인한 신체조직의

손상에 대해 다양한 면역세포 및 신호전달 물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내부 생체방어반응 중 하나이다[1]. 염증반응은 크게 급

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구분되며, 반복적 또는 만성적 염증반응

은 조직 손상의 원인이 되어 만성염증성(chronic inflammatory),

자가면역(autoimmune) 및 대사성(metabolic) 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다[2,3]. 따라서, 과도한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항염증 물질

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4,5].

대식세포(macrophage)는 체내의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주요 세

포로 알려져 있으며, 그람음성균의 세포외막에 존재하는 물질로

알려진 lipopolysaccharide (LPS) 등의 자극에 노출됨으로써 활

성화되어 다양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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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S는 대식세포 표면의 Toll-like receptor 4를 자극하여 c-Jun

N-terminal kinase (JN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p38 kinase를 포함하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경로를 통해 전사인자(transcriptional factor)인 nuclear

factor kappa-B (NF-κB)의 활성화를 유도한다[7,8]. 이를 통해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2 (COX-

2)와 같은 효소의 발현을 통해 nitric oxide (NO)와 prostaglandin

E2 (PGE2)와 같은 다양한 염증매개물질(pro-inflammatory mediators)

을 생성하며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erleukin-6 (IL-6),

interleukin-1β (IL-1β) 등 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s)이 생성되어 염증반응이 유발된다[9,10].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var.)는 콩과(Leguminosae)

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

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11], 예로부터 독성이 없고 항산화, 항

바이러스, 항고혈압 등 다양한 약리 효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약용으로 사용하였다[12-14]. 황기의 주요 성분으로는 calycosin,

calycosin-7-O-β-D-glucoside, formononetin, formononetin-7-O-

β-D-glucoside, astragaloside 등이 알려져 있다[15,16]. 이러한 황

기 유래 단일성분들은 pro-inflammatory cytokine 발현 및 Nuclear

factor-kappa B (NF-κB) 활성 저해를 통한 항염증 효과 및 새

로운 cycloartane-type saponin 물질의 항염증 효과가 보고되기

도 하였다[17-19].

지치(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 et Zucc.)는 지치과

(Boragin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우리나라의 강원도,

제천 등에 자생한다[20]. 한방에서는 주로 감염, 습진 등 피부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국내 전통주인 홍주의 원료로 이

용되어 왔다[21,22]. 지치의 주요성분으로는 shikonin, acetylshikonin

을 포함하는 shikonin 유도체, lithospermans A, B, C 등을 포

함하는 다당류(polysaccharides) 등이 보고되었다[23,24]. 지치 추

출물 및 성분이 대식세포에서 NF-κB의 활성과 염증 관련 유전

자 발현을 조절하여 항염증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25,26].

한편, 한약재나 생약으로 황기와 치지를 복합 처방했다는 고

문헌의 내용은 없으나, 본 연구진의 선행연구에서 황기 및 지

치 복합추출물이 IL-1β 처리에 의한 연골세포에서 matrix metallo-

proteinases (MMPs)를 억제하고, monosodium iodoacetate (MIA)

유도 골관절염 동물모델에서 손상된 연골조직을 보호하여 관절

염에 대한 효과를 나타냄을 보고한 바 있다[27]. 따라서, 염증

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황기 및 지치의 추출물

을 혼합한 복합물(ALM16)이 LPS 처리에 의해 염증반응이 유

도된 RAW264.7 대식세포에서 NF-κB 및 MAPK signaling

pathway 조절을 통한 항염증 효능을 나타내는지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황기(A. membranaceus) 및 지치(L. erythrorhizon)

는 충북 제천에서 재배된 것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표본시료

로서 황기(MPS005087)와 지치(MPS004961)는 국립원예특작과

학원 인삼특작부에 보관되어 있다. 세포 배양에 사용한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RPMI) 1640, fetal bovine serum

(FBS), Streptomycin-penicillin은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LPS와 3-(4,5-Dimethylthiazol-2-

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Western blot에 사용한

b-actin,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에 대한 1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사

에서 구입하였고, COX-2에 대한 1차 항체는 Abcam (Cambridge,

UK)사에서 구입하였고, iNOS에 대한 1차 항체는 Cayman

Chemical (Ann Arbor, MI, USA)사에서 구입하였고, p65, p-

ERK, ERK, p-JNK, JNK, p-p38, p38에 대한 1차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에서 구입하였

으며, anti-mouse, anti-rabbit의 2차 항체는 Millipore (Burlington,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황기, 지치 복합 추출물(ALM16) 제조

황기, 지치 복합 추출물(ALM16)의 제조는 이전 연구에서 보고

된 방법으로 제조되었다[27]. 간단하게, 황기 및 지치 건재 시

료를 조분쇄한 후(직경 0.5 cm 이하), 황기는 50% 주정(시료 중

량의 15배 용량), 지치는 70% 주정(시료 중량의 15배 용량)을

이용하여 80 oC, 4시간 총 2회 환류추출을 하였다. 각 추출물은

1 μm 필터로 여과한 후 감압농축하여 얻어진 황기 추출물(50±1

brix) 및 지치 추출물(66±1 brix)은 80-90 oC에서 1시간 살균한

후 건조하였다. 황기 추출분말(AM, yield 24%)과 지치 추출분

말(LE, yield 42%)은 7:3 (w/w)의 비율로 혼합하여 황기, 지치

복합 추출물(ALM16)을 제조하였다.

세포 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RAW264.7 마우스 대식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세포 배양을 위해 10% FBS 및 100 units/mL

penicillin G, 100 mg/mL streptomycin 및 2 mM L-glutamine

을 함유한 RPMI 1640 배지에서 37 oC, 5% CO2 조건의 배양

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독성 측정

RAW264.7 세포에 대한 ALM16의 세포독성(cytotoxicity)을 평

가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48 well plate에 5×105

cells/well로 분주하고, 12시간 배양하였다. ALM16을 10, 25,

50, 100, 200 μg/mL 농도로 48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후 MTT 시약(5 mg/mL)을 첨가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

켰다. 형성된 formazan은 200μL의 DMSO를 첨가하여 녹인 후,

ELISA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으며,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정상군(control)의 흡광도

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세포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NO 및 PGE2 측정

RAW264.7 세포를 이용하여 5×105 cells/well 농도로 48 well

plate에 분주하고 12시간 배양하였다. ALM16을 각 농도별로 3

시간 전처리 한 후, LPS (1 μg/mL)를 24시간 처리하였다. 세포

배양액으로 분비된 NO의 양은 Griss 시약(0.1% N-(1-

naphathyl)-ethylenediamine, 1% sulfanilamide in 5% phospho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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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세포의 상층액 배지와 Griess 시

약을 1:1로 혼합하여 차광상태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

며, sodium nitrite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NO 함량을

계산하였다. 세포 배양액으로 분비된 PGE2의 양은 PGE2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 (R&D system,

Minneapolis, MN, USA)를 사용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측정하였다.

Pro-inflammatory cytokines 분비량 측정

세포 배양액 내의 cytokine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RAW264.7

세포를 48 well plate에 5×105 cells/well로 분주하여 배양하였다.

이후 ALM16을 농도별로 3시간 전처리하고, LPS (1 μg/mL)를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의 상층액 배지 100 μL

를 취하여 IL-1β, IL-6, TNF-α 분비량을 ELISA assay kit

(R&D system)를 사용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측정하였다. 

NF-κB DNA-binding activity 측정

RAW264.7 세포에 protease inhibitor cocktail I (EMD Biosciences)

과 1 mM phenylmethylsulfonylfluoride (PMSF)를 첨가한

PER-Mammalian protein extraction buffer (1:20, w/v) (Pierce

Biotechnology, Rockford, IL, USA)를 첨가하여 균일화한 후,

14,000×g, 4 oC,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침전물은 PBS로 세척

한 후 150 mM NaCl, 1% NP-40, 0.5% sodium deoxcholate,

0.1% SDS, 50 mM Tris HCl (pH 7.4), 50 mM glycerophosphate,

20 mM NaF, 20 mM ethylene glycol tetraacetic acid, 1 mM

dithiothreitol, 1 mM Na3VO4, protease inhibitors를 포함한

RIPA buffer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16,000×g, 4 oC, 5분간 원

심분리 하여 핵 분획물(Nucleus fraction)을 얻었다. 핵 분획물의

NF-κB DNA-binding activity는 NF-κB (p65) Transcription Factor

Assay Kit (Cayman Chemical, Ann Arbor, MI, USA)를 이용

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분석

RAW264.7 세포에 protease inhibitor mixture (0.1 mM PMSF,

5 mg/mL aprotinin, 5 mg/mL pepstatin A, 1 mg/mL chymostatin)

가 포함된 20 mM의 Tris-HCl 완충용액(pH 7.4)을 첨가한 후,

16,000 rpm, 4 oC,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만을 얻었다. 각

시료의 단백질은 Bradford assay kit (Bio-Rad,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여 정량하였고, 7.5%와 12%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에서 분리시킨 후

Hybond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nitrocellulose

membrane (Bio-Rad)에 transfer하였다. Membrane을 5% 무지방

유(skim milk)가 포함된 blocking 완충액에서 blocking 하였다.

각 단백질에 특이적인 1차 항체로 반응시킨 후, 2차 항체로 반

응시켰다. 이후 ECL 용액(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NJ, USA)으로 반응시킨 후, X-ray film에 감광하여

현상하였다. Band intensity는 Image J (Wayne Rasband,

Bethesda, MD,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means ± SD로 나타내었고(n =3), Graph-pad

prism (Ver 5.01,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

를 사용하여 ANOVA 분산분석과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유의성 검정을 시행하였다(p <0.05).

결과 및 고찰

ALM16 제조

선행연구에서 황기 및 지치 추출물을 혼합비율별로 제조한 복

합물의 MMPs 저해 활성을 비교하여 가장 효과적인 혼합비(7:3,

w/w, ALM16) 선별하였고, 활성지표성분으로서 calycosin,

calycosin-7-O-β-D-glucoside 및 lithospermic acid에 대한 HPLC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다[27]. 추후 연구에서, ALM16은 MIA에

의한 골관절염 동물 모델에서 진통 및 연골 보호 효과가 있음

을 입증하였다[28]. 또한, ALM16은 고지방식이로 인한 비알콜

성 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동물모델

에서 간 지방증(hepatic steatosis)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29]. 골관절염과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은 만성 염증반응

과 관련이 있기때문에 본 연구에서 ALM16의 항염증 활성 및

기전 연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LM16이 RAW264.7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ALM16의 RAW264.7 세포에 미치는 세포독성(cytotoxicity)을

확인하고자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ALM16의 경우 최고 농

도 200 μg/mL까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정상군(100%)과 비

교하여 유의적인 세포 생존율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최대 실험농도를 200 μg/mL로 설정하였다.

 

ALM16의 NO 및 PGE2 생성 저해 효과

ALM16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염증반응의 대표적

인 지표인 NO와 PGE2의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염증반응에 의

해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 iNOS와 COX-2 효소에 의해 NO와

PGE2 생성이 촉진되며 초기 염증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0,31]. ALM16을 100, 200 μg/mL 처리하였을 때 NO의 생성

량은 LPS 단독 처리군 대비 각각 31.7, 46.2%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고(Fig. 2A), PGE2 생성량은 LPS 단독 처리군과 비교하

여 각각 22.6, 42.1%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2B).

Fig. 1 Effect of ALM16 on cytotoxicity in RAW264.7 cells. RAW264.7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ALM16.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using MTT assay. All data represent means

± standard deviation (SD) (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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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16의 pro-inflammatory cytokine 생성 억제 효과

Pro-inflammatory cytokines은 염증반응이 유도되는 과정에서

NO와 PGE2와 같은 염증매개물질과 동반되어 염증반응을 촉매

하기 때문에 중요한 염증 지표가 된다[32]. TNF-α는 체내에서

대식세포, 백혈구 등에 의해 생성되며, 지속적으로 생성되면 다

른 Pro-inflammatory cytokine과 iNOS, COX-2의 발현을 증가

시켜 NO, PGE2의 생성이 증가된다[33]. IL-1β는 대표적인 pro-

inflammatory cytokine의 하나로서, NO의 생성을 유도하며, 과

잉 생성될 경우 T-cell 활성화 및 B-cell의 성숙을 유도하여 염

증성 질환을 유발한다[34]. IL-6는 TNF-α, IL-1β와 함께 대표

적인 pro-inflammatory cytokine이며, 림프구를 활성화시켜 항체

생산을 증가시킨다[35].

본 연구에서 LPS 처리된 대식세포의 IL-1β, IL-6, TNF-α의

생성량은 각각 753.20, 1348.10, 4533.85 pg/mL로 아무것도 처

리하지 않은 세포(19.35, 126.45, 119.32 pg/mL)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ALM16을 200 μg/mL 처리했을 경우 각각

415.16, 865.24, 2416.57 pg/mL로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A-C).

Park 등[36]은 발효한 층꽃나무 추출물이 LPS 처리에 의해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 NO 및 PGE2의 생성과 pro-inflammatory

cytokine (IL-1β, IL-6, TNF-α)의 생성을 저해시켜 항염증 효과

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ALM16이

LPS 처리된 대식세포에서 NO 및 PGE2와 같은 염증매개물질

과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을 억제하여 염증반응을 조

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2 Effects of ALM16 on production of (A) NO and (B) PGE2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Cells were pretreated for 3 h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ALM16 and stimulated for 24 h with LPS (1 μg/mL). The values are means ± SD (n =3). *p <0.05, **p <0.01, ***p <0.001

compared with only LPS-treated cells

Fig. 3 Effects of ALM16 on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LPS-induced

RAW264.7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ALM16 (50, 100 and 200

mg/mL) for 3 h and then treated with LPS (1 mg/mL) for 24 h.

Production of (A) IL-1β, (B) IL-6 and (C) TNF-α were measured by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All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n =3). **p <0.01,

***p <0.001 compared with only LPS-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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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16이 iNOS 및 COX-2 효소 발현에 미치는 영향

iNOS는 interferon-gamma, TNF-α, LPS 자극 등에 의해 활성

화되어 L-arginine으로부터 NO를 생성하며, NF-κB에 의해 발

현이 조절된다[37]. COX-2는 arachidonic acid로부터 prostaglandins

(PGs)을 합성하며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을 증가시키

는 요인 중 하나로 NF-κB의 활성화에 의해 발현이 증가된다

[38]. 기존 항염증 약물들의 주요 작용기전은 선택적인 COX-2

의 발현 및 활성 저해에 의한 PGs 합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39].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LPS 처리에 의해 염증매

개물질의 생성량 증가에 따른 관련 효소인 iNOS와 COX-2의

단백질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LPS 처리에 의해 증가된

iNOS 단백질 발현량은 ALM16 50, 100, 200 μg/mL 처리에

의해 각각 23.9, 32.8, 37.3%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Fig. 4A). COX-2의 경우,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

ALM16 100, 200 μg/mL 처리한 경우 각각 19.3, 73.6%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Fig. 4B). Yang 등[40]은 LPS로 자극된

RAW264.7 세포에서 암대극 추출물 처리에 따라 NO와 PGE2

의 생성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iNOS와 COX-2 단백질 발현의

조절에 의한 것임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ALM16이 NO,

PGE2와 같은 염증 매개체 생성과 관련 있는 효소의 발현을 조

절하여 염증반응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LM16이 NF-κB 활성에 미치는 영향

최근 연구들에서 두개의 서브유닛으로 구성된 NF-κB는 pro-

inflammatory cytokines과 iNOS, COX-2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

사인자로 보고되었으며, LPS와 같은 외부자극에 의해 활성화되

어 신속히 세포의 핵 안으로 이동(nuclear translocation)하여 염

증 매개체를 발현시킨다[41,42]. 따라서 염증 조절 연구에 있어

서 NF-κB의 활성화 및 핵 안으로 이동에 대한 조절은 가장 중

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ALM16이 대식세포에서 LPS에

의한 NF-κB의 활성 및 핵 안으로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Fig. 5A의 결과를 보면, LPS 처리에 의해 세포의

핵으로 이동한 NF-κB의 단백질 양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포에 대비하여 약 6.1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ALM16 50,

100, 200 μg/mL 처리시 핵으로 이동한 NF-κB의 단백질 양이

LPS 단독 처리군 대비 각각 34.3, 47.6, 50.1% 유의적으로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NF-κB의 활성화를 측정하기 위

해 DNA-binding activity를 측정한 결과, LPS 처리된 대식세포

의 NF-κB DNA-binding activity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

포와 비교하여 약 2.7배 증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ALM16

100, 200 mg/mL 처리한 경우 LPS 단독 처리군과 비교하여

NF-κB의 DNA-binding activity가 각각 30.8, 40.8% 감소하였

다(Fig. 5B). 이러한 결과는 ALM16은 LPS와 같은 외부자극에

의한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주요 인자인 NF-κB의 활성에 대한

조절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ALM16이 MAPK (JNK, ERK, p38) pathway 활성화에 미

치는 영향

대식세포에서 LPS 등의 외부자극에 의해 MAPK 신호전달경로

의 활성화가 진행된다. MAPK는 JNK, ERK, p38로 이루어져

있으며, NF-κB를 포함한 전사인자들의 활성화에 관여하여 염

증반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3]. ERK 및 p38의 활성

화는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 및 방출에 관여하며,

JNK의 활성화는 iNOS 및 COX-2 발현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

다[44]. 본 연구에서 ALM16이 LPS 자극에 의한 대식세포에서

MAPK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Fig. 6A,B), LPS 처리에

의해 인산화된 JNK, ERK, p38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세

포 대비 각각 2.5, 20.8, 16.1배 증가하였고, MAPK 신호전달경

로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ALM16을 50, 100, 200 μg/

mL 처리했을 경우 JNK의 인산화가 LPS 단독 처리군 대비 각

Fig. 4 Effects of ALM16 on the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s in RAW264.7 cells stimulated with LPS. Cells were pretreated with ALM16

(50, 100 and 200 μg/mL) for 3 h, followed by treatment with LPS (1 mg/mL) for 24 h.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A) iNOS and (B) COX-2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b-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The related protein expressions of iNOS and COX-2 were represented with

as the means ± SD (n =3). **p <0.01, ***p <0.001 compared with only LPS-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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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ibitory effect of ALM16 on NF-κB activation in RAW264.7 cells stimulated with LPS. Cells were pretreated with different doses of ALM16

(50, 100 and 200 μg/mL) for 3 h, and then treated with LPS (1 μg/mL) for 1 h. Nuclear extracts of RAW264.7 cells were used to measure the nuclear

translocation of NF-κB (A) using western blotting and to determine the DNA-binding activity of NF-κB (B) by ELISA. PCNA in nucleus was used as

an internal standard.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 ± SD (n =3). **p <0.01, ***p <0.001 compared with only LPS-treated cells

Fig. 6 Effects of ALM16 on MAPK signaling pathway in LPS-induced RAW264.7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ALM16 (50, 100 and 200 mg/mL)

for 3 h and then treated with LPS (1 μg/mL) for 15 min. (A) Cell lysates were analyzed using western blotting with specific JNK, p-JNK, ERK, p-

ERK, p38, and p-p38 antibodies. (B) The p-JNK, p-ERK, and p-p38 were normalized to the JNK, ERK, and p38, respectively. The data were

represented with as the mean ± SD (n =3). *p <0.05, **p <0.01, ***p <0.001 compared with only LPS-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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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9.3, 39.5, 43.0%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LPS처리에 의해

증가된 인산화된 ERK는 ALM16 100, 200 μg/mL 처리하였을

때 각각 19.0, 28.3%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p38 인

산화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ALM16이 인산화된 JNK, ERK 특이적인

MAPK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Lee 등[45]은 치

자 추출물이 특이적으로 JNK 활성과 NF-κB 활성 억제를 통한

항염증 활성을 보고하였고, Choi 등[5]은 rebaudioside A가

MAPK 중 특이적으로 ERK의 인산화를 감소시켜 NF-κB 조절

기작에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ALM16은 JNK, ERK 특이적인 MAPK 신호전달 경로와 NF-

κB의 활성 억제를 통해 iNOS 및 COX-2의 발현을 억제하여

염증 매개체와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을 감소시켜 항

염증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ALM16은 염

증 조절 효능을 통해 만성 염증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소재임을 확인하였다.

초 록

본 연구는 황기와 지치 복합물인 ALM16이 lipopolysaccharide

처리에 의해 자극된 RAW264.7 대식세포의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ALM16은 RAW264.7 대식세포에

대하여 최대 200 μg/mL의 농도까지 독성은 보이지 않았다. 항

염증 활성을 검정하기 위해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

E2 (PGE2) 및 pro-inflammatory cytokines 생성량을 측정한 결

과, ALM16은 각각의 생성량을 농도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또

한 ALM16은 NO와 PGE2 생성에 관여하는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와 cyclooxygenase-2 (COX-2)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였다. 한편, 항염증 활성 조절 기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NK-kB의 핵으로의 이동과 DNA-binding activity 및

MAPK 신호전달 경로에 대한 ALM16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

ALM16은 NF-κB의 핵으로 이동과 DNA-binding activity를 유

의적으로 억제하였으며, JNK와 ERK 특이적으로 인산화를 억

제함으로써 MAPK 신호전달 경로 활성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ALM16이 MAPK와 NF-κB의 신호전

달 경로 억제를 통한 iNOS와 COX-2의 발현을 조절하고, 이로

인하여 NO, PGE2 및 pro-inflammatory cytokines의 생성이 감

소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대식세포·지치·항염증·황기·ALM16·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Nuclear factor-kapp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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