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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oriasis is a chronic intractable skin disease caused

by various 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IL-6, CXCL8, TNF-α,

and IFN-γ, as well as IL-17A secreted from Th17 cells and is

characterized by hyperkeratosis and chronic inflammation of the

epidermis. Brazilin, an active ingredient of Caesalpinia sappan L.,

is known to exert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y, and

function in skin barrier improvement. In particular, it was shown

as a potential material for treating psoriasis in a tumor necrosis

factor (TNF)-α-stimulated HaCaT keratinocyte model. However,

the direct regulation of the C-C motif chemokine ligand (CCL)

20, a psoriasis-inducing factor, by brazilin has not been repor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uppression of

CCL20 and the regulatory mechanism by brazilin using a

psoriasis-like model. First, brazilin downregulated CCL20 and

CXCL8 in IL-17A-stimulated HaCaT cells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by inhibiting signal transducer and transcription

(STAT)3 phosphorylation. In addition, brazilin significantly

inhibited the expression of psoriasis-related genes CXCL8,

CCL20, IL-1, IL-6, and TNF-α in TNF-α/IL-17A/IFN-γ-

stimulated HaCaT cells. Moreover, brazilin also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skin barrier in TNF-α/IL-17A/IFN-γ-

stimulated HaCaT cells. The above results indicated that brazilin

ultimately downregulated CCL20 expression by inhibiting STAT3

phosphorylation, and also suppressed the expression of psoriasis-

induced cytokines. If the efficacy of brazilin in improving

psoriasis is verified through animal models and clinical trials in

the future, it may represent a potentially therapeutic substance for

psoriasis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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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선(Psoriasis)은 표피 각질형성세포의 비정상적인 분화, 진피

면역 세포 침윤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피

부질환이다[1]. 건선의 표피는 정상 피부보다 훨씬 빠르게 증식

하여 두꺼워지고, 감염과 탈수로 인해 피부 장벽의 결함이 초

래된다[2]. 임상학적으로는 피부의 각질화, 상처, 가려움, 발진,

피부 통증 및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3]. 이외에도 건선성

관절염을 포함하여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및 염증성 장

질환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4-6].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의 유병률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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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고 있는 건선 환자의 삶의 질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7,8]. 건선의 병리기전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나 보통 수

지상 세포, B 세포, T 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등 선천성 또는

적응성 면역 세포들이 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특히,

수지상 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 IL-23은 Th17 세포의 분

화를 유도하여 IL-17 분비를 촉진한다[10-12]. 최근 Th17 세포

가 Th1 및 Th2 세포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제안되며, 건

선의 유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Th17 세포

가 생산하는 IL-17은 6개의 구성원(IL-17A~IL-17F)을 포함하며

이들은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에서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이들 IL-17 구성원 중 IL-17A가 인간의 건강과 질병

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15]. IL-

17A의 수용체는 IL-17RA 및 IL-17RC 이종이량체로 구성되며

IL-17A에 대한 수용체 결합 시 연결기(adaptor) 단백질 ACT1

을 동원하고, TNF receptor-associated factor 6와 함께 NF-κB,

ERK1/2, GSK-3β 경로를 활성화시킨다[16,17]. 또한, IL-17A에

의한 signal transducer and transcription (STAT) 3 단백질 활

성화 및 신호전달은 과도한 세포 증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CXCL8 및 C-C motif chemokine 20 (CCL20)과 같은 케모카

인 생산을 상향 조절한다[18-20]. CCL20은 면역 세포를 염증

부위로 동원하기 위한 화학 유인 물질로서 C-C motif chemokine

receptor 6 (CCR6)을 발현하는 Th17 세포, 호중구 및 수지상

세포를 포함하는 면역세포 모집에 기여한다[21-23]. 현재까지 건

선 치료제는 비타민 D 유도체,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

은 국소 치료제와 IL-17, IL-23 및 TNF-α를 억제하는 생물학

적 제제가 이용되고 있다[24,25]. 그러나 기존 약물에서 일부 부

작용이 보고되었고, 효능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천연물 기반

의 신규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소목(Caesalpinia sappan L.)의

심재인 Sappan Lignum은 항염증제, 항산화 활성 등의 의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26]. Sappan Lignum의 주요 성분인 브라질

린(brazilin)은 폴리페놀 계열 성분으로 천연염색을 위한 염료로

도 잘 알려져 있다. 브라질린은 항산화, 항박테리아, 항염증, 항

여드름, 저혈당 활성, 혈관 이완 등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나

타낸다[27]. 특히, TNF-α 유도 HaCaT 세포 모델을 이용한 선

행연구에서 브라질린에 의한 IκB, Akt, MAPK 및 STAT3 단백

질 활성 저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억제 및 피부 장벽 강

화를 통해 건선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보고하였다[28]. 그러나

브라질린에 의한 건선의 CCL20 조절 및 표피 피부장벽 개선

에 관한 분자 메커니즘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in-vitro 건선 유사 모델에서 브라질린에 의한

CCL20 발현 조절 여부와 표피 밀착연접에서 역할을 조사하

여 브라질린의 새로운 건선 완화 기능 및 메커니즘을 규명하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브라질린은 Chem Faces (Wuhan, Hubei, China)에서 구매하였

으며, TNF-α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재

료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IL-17A 및 IFN-γ는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에서 구매하였다.

세포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된 HaCaT 인간 각질형성세포주는 CLS (Cell

Lines Service GmbH, Eppelheim, Baden-Wurttemberg, Germany)

에서 구입하였다. 세포주는 5% CO2, 37 oC 배양조건에서 10%

Fetal bovine serum (Welgene, Gyeongbuk, Korea), 1% Penicillin-

Streptomysin (Gibco, Grand Island, NY, USA)이 포함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Welgene,

Gyeongbuk, Korea)으로 배양하였다. 주 2-3회 1× Trysin-

EDTA solution (Welgene, Gyeongbuk, Korea)을 이용하여 100

mm 세포 배양 접시에서 3.0×105 cells로 분주하여 계대배양을

실시하였다.

RNA 추출 및 Real time RT-PCR

HaCaT 세포를 35 mm cell culture plate (+)FBS DMEM 배

지 조건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FBS DMEM 배지로 옮겨 2

시간 또는 48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하였다. Trizol (Ambion,

Carlsbad, CA, USA)을 이용하여 세포를 충분히 용해시킨 뒤

1.5 mL EP 튜브로 옮긴 후 200 μL chloroform을 추가 분주하

고 12,000 rpm, 4 oC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획득

하였다. 상층액에 400 μL 2-propanol을 넣고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뒤 4 oC, 12,000 rpm에서 원심분리하여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RNA를 1.5 µg로 정량한 뒤 Revertra ace -α- kit

(Toyob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42 oC에서 20분, 99 oC에서

5분, 4 oC에서 5분 조건에서 cDNA로 역전사 시켰다. 합성된

cDNA는 1× Tris/EDTA buffer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Real time RT-PCR은

StepOnePlus Real-Time PCR system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장비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유전자별

Taqman probe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

를 이용하여 다음 조건에서 PCR 반응을 수행하였다. PCR 조

건은 50 oC 2분, 95 oC 10분, 95 oC 15초, 60 oC 1분으로

총 45회 실시하여 실시간으로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였

다. 위 실험에 사용된 probe들은 Table 1에 별도로 표기하였다.

Western blot을 이용한 단백질 발현 분석

RIPA Buffer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와 Protease and Phosphatase Inhibitor cocktail (Thermo

Fisher Scientific) 혼합액을 100 μL 분주하여 세포를 용해시킨

후 14,000 rpm, 4 oC 조건에서 15분간 원심분리를 통해 단백

질을 추출하였다. 10% polyacrylamide gel에서 135 V에서 50

분간 전기영동을 수행한 뒤 Polyvinylidene fluoride (Invitrogen,

Waltham, MA, USA) 막으로 transfer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10% (w/v) skim milk로 blocking하였다. 1× TBS-T로 1분간

3회 세척 후 1차 항체(1:1000)를 처리하여 4 oC에서 반응시켰

다. 1× TBS-T로 10분간 5회 세척한 뒤 2차 항체(1:10000)를

처리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1× TBS-T로 10분

간 5회 washing 단계를 수행하고 ECL solution (Bio-rad,

Hercules, CA, USA)과 반응시켰다. 이후 이미지 처리 장치

(Microchemi-DNR, Neve Wamin, Israel)를 이용하여 단백질 발

현을 시각화 하였고, 단백질 정량분석을 위해 Image J (N.I.H,

Bethesda, MD, US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

한 항체들의 정보는 Table 2에 별도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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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epithelial Electrical Resistance (TEER) 측정

Transwell plate (Corning, Lowell, MA, US)에 HaCaT 세포를

5.0×104 cells/well 밀도로 분주한 후 (-)FBS 배양 조건에서 24

시간 동안 37 oC, 5% CO2 배양기에서 안정화 시켰다. 브라질

린과 TNF-α/IL-17A/IFN-γ를 세포에 처리하고 Epithelial

Voltohmmete (EVOM2, WPI, Sarasota, FL, USA) 장비를 사

용하여 시간대별로 TEER 값을 측정하였다. TEER 측정 전극은

사용하기 전 배양 배지에 0이 되도록 맞추고 STX2 전극의 끝

이 긴 쪽을 plate well에 넣어 배지에 잠기게 하였다. 전극의 끝

이 짧은 쪽은 transwell insert의 배지에 닿을 정도로만 넣어 세

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TEER 값을 측정하였다.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측정을 통해 얻은 평균값과 편차로 나타내었

으며, Student’s t-test를 통해 p <0.05일 경우 실험값에 대한 통

계적 유의성 있는 결과로 판단하였다.

결 과

IL-17A 자극 HaCaT 세포에서 브라질린에 의한 케모카인 발

현 조절

건선 유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IL-17A에 의한 브라질린의 억

제 효능을 관찰하기 위해, IL-17A 처리 조건에서 브라질린에

의한 케모카인 CXCL8, CCL20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다.

Real time RT-PCR을 통해 CXCL8, CCL20 mRNA 발현을

확인한 결과, IL-17A를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무처리군 대비

CXCL8, CCL20 mRNA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

면, 브라질린을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IL-17A 단독 처리군 대

비 CXCL8 mRNA 발현량은 5.7±14.7, 25.8±3.6% 만큼 억제

되었고, CCL20 발현량 또한 각각 34.9±1.7, 68.1±1.0% 만큼

억제되었다(Fig. 1A, B). 이를 통해 IL-17A 자극에 따른

CXCL8, CCL20의 발현이 브라질린에 의해 농도의존적 방식으

로 저해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IL-17A는 각질형성세포에서 전

사인자인 STAT3 단백질의 인산화를 촉진하고 CCL20 발현을

상향 조절한다. 따라서, 케모카인 발현 저해에 대한 작용 기전

을 규명하고자 브라질린에 의한 STAT3 인산화 조절 여부를 조

사하였다. IL-17A로 HaCaT 세포를 자극하였을 때, 무처리군 대

비 STAT3 단백질 인산화는 2.3±0.2 배로 증가였으며, IL-17A

와 브라질린 동시 처리 시 인산화된 STAT3 단백질 수준은 3

μg/mL 농도 조건에서 17.0±9.1% 만큼 하향 조절되었다(Fig.

1C, D). 이는 브라질린이 STAT3 인산화 및 CXCL8, CCL20

mRNA 발현을 유의적으로 억제함을 보여준다.

TNF-α/IL-17A/IFN-γ 자극 조건에서 브라질린의 케모카인 발현

조절

IL-17A 이외의 Th 세포에서 분비되는 IFN-γ, TNF-α 염증성 사

이토카인 또한 건선 환자의 혈청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된다

[29]. 건선 유사 환경을 위해 TNF-α/IL-17A/IFN-γ 등 3종의 사

이토카인으로 자극한 HaCaT 세포를 in-vitro 시험 모델로 사용

하였다. 위와 같은 염증 환경에서 브라질린의 항염증 효과를 조

사하고자 real time RT-PCR 분석을 수행하여 염증성 사이토카

인 발현 수준을 측정하였다. 먼저, TNF-α/IL-17A/IFN-γ 자극은

HaCaT 세포에서 IL-1α/β, TNF-α 그리고 IL-6의 발현을 각각

1.9±0.0, 1.7±0.2, 2.9±0.1, 2.6±0.2 배 증가시켰다. 대조적으로,

브라질린은 TNF-α/IL-17A/IFN-γ 유도된 HaCaT 세포에서 염증

성 사이토카인 mRNA 발현 수준을 감소시켰다. 특히, 3 μg/mL

농도로 처리된 브라질린은 IL-1α/β, TNF-α 및 IL-6의 발현 수

준을 각각 72.7±1.6, 69.0±2.9, 39.1±12.9, 66.6±8.0% 감소시켰

다(Fig. 2A-D). 이러한 결과는 브라질린이 TNF-α/IL-17A/IFN-γ

복합적 염증 환경에서도 IL-1α/β, IL-6 및 TNF-α mRNA 발현

을 유의적으로 억제함을 보여준다. 또한, TNF-α/IL-17A/IFN-γ

Table 1 Gene symbol, name, and assay ID of Taqman probe used for real time RT-PCR

Symbol Gene name Assay ID

GAPDH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Hs02786624_g1

CXCL8 C-X-C motif chemokine ligand 8 Hs00174103_m1

CCL20 C-C motif chemokine ligand 20 Hs01011368_m1

IL-1α Interleukin 1 alpha Hs00174092_m1

IL-1β Interleukin 1 beta Hs01555410_m1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Hs00174128_m1

IL-6 Interleukin 6 Hs00174131_m1

Table 2 Antibody catalog number used in western blot analysis

Symbol Gene name Assay ID

GAPDH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MA5-15738a

STAT3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 4904b

p-STAT3 Phospho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 9145b

Goat anti-Rabbit IgG (H+L) Secondary Antibody, HRP 31460a

Goat anti-Mouse IgG (H+L) Secondary Antibody, HRP 31430a

a Invitrogen
bCell signal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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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각질형성세포에서 브라질린에 의한

CXCL8, CCL20 케모카인 발현 조절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TNF-α/IL-17A/IFN-γ 자극은 HaCaT 세포에서 CXCL8,

CCL20의 발현 수준을 각각 5.9±0.6, 4.7±0.6 배 증가시켰다.

브라질린을 1, 3 μg/mL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상향 조절된

CXCL8 mRNA 발현은 34.8±8.0, 80.3±1.9% 감소되었다(Fig.

2E). CCL20 mRNA 발현에서는 브라질린 1 μg/mL 농도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보이지 않았으나, 3 μg/mL 농도에서 61.9±

11.4%의 저해 효과가 관찰되었다(Fig. 2F). 또한 western blot을

통해 CCL20 전사 인자인 STAT3 인산화 조절을 관찰하였다.

TNF-α/IL-17A/IFN-γ 자극에 의해 STAT3 활성화가 유도되었고,

STAT3의 인산화는 브라질린에 의해 유의적으로 억제되었다(Fig.

2G). 이를 정량 분석하였을 때, TNF-α/IL-17A/IFN-γ 처리한 세

포에서 무처리군 대비 STAT3의 인산화가 3.8±1.6배 상향 조절

되었다. 대조적으로, 브라질린을 1, 3 μg/mL으로 각각 처리하였

을 때, 인산화된 STAT3 단백질 발현 수준은 각각 14.4±3.4,

15.6±2.8%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H). 위 결과들은 각

질형성세포에서 브라질린이 건선 유발과 관련된 염증성 사이토

카인 및 케모카인들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조절하고, STAT3 인

산화를 억제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NF-α/IL-17A/IFN-γ 자극 조건에서 브라질린에 의한 피부장벽

개선 효과

피부장벽은 외부로부터 유해균의 침입을 방어하는 장벽 기능 외

에 피부보습 유지에도 중요하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건선의 피

부 장벽 이상이 입증되었고, 표피 장벽의 결함이 염증, 면역반

응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30]. 브라질린이 건선 유사

환경에서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TNF-α/IL-17A/IFN-γ 자극 HaCaT 세포에서 TEER 측정을 수

행하였다. TEER (ohm*cm2) 수치의 감소는 세포 간극의 투과

성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하며, TEER 전기 저항의 수치가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면 세포 간 투과성 개선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

다. TNF-α/IL-17A/IFN-γ 처리 후 6시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12시간부터 무처리군 대비 TEER 수치가 점차 감

소하였다. 동일 시간에서 브라질린은 TNF-α/IL-17A/IFN-γ 처리

대비 TEER 수치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8시간에

서는 TNF-α/IL-17A/IFN-γ 처리에 의해 세포 간 저항값 수치가

152.3±1.9로 측정된 데 반해 브라질린 1, 3 μg/mL 농도로 처리

Fig. 1 Effect of brazilin on chemokine production and STAT3 phosphorylation in HaCaT cells treated with IL-17A. HaCaT cells were stimulated with

IL-17A (100 ng/mL) and brazilin (1, 3 μg/mL) for 48 h. Then, mRNA expression was measured by real-time RT-PCR. (A) CXCL8 and (B) CCL20.

(C) The level of phosphorylated STAT3 protein was measured by Western blot analysis. (D) Protein density was quantified as the relative ratio of p-

STAT3/STAT3 using ImageJ software.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 <0.05, ##

p <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p <0.05,

**p <0.01, ***p <0.001, compared to the IL-17A-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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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razilin downregulated the mRNA express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and chemokines in TNF-α/IL-17A/IFN-γ induced HaCaT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brazilin (1, 3 μg/mL) in the presence of TNF-α/IL-17A/IFN-γ (20 ng/mL) for 2 h and mRNA expression levels were confirmed

by real-time RT-PCR. (A) IL-1α, (B) IL-1β, (C) TNF- α, (D) IL-6, (E) CXCL8, and (F) CCL20. (G) Phosphorylation of STAT3 protein was suppressed

by brazilin in TNF-α/IL-17A/IFN-γ induced HaCaT cells. (H) Protein density quantification of p-STAT3/STAT3 protein levels.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 <0.05, ##

p <0.01, ###
p <0.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p <0.05, **p <0.01, ***p <0.01, compared to the TNF-α/IL-

17A/IFN-γ-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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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포에서는 각각 178.8±1.7, 184.8±2.2로 무처리군보다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다(Fig. 3). 위 결과를 통해 in-vitro 건선 유사

환경에서 브라질린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 발현 억

제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 기능을 개선하였다.

고 찰

건선은 면역 세포와 피부 세포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피부 염

증, 증식 및 분화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질환이다[31]. 건선 발

병 원인에 대해 명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발병

기전에서의 T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

해된다. 특히 최근 들어 Th17 세포 분화로 인해 분비되는 IL-

17이 건선 유발 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해되면서 건선

치료에 중요한 인자로 인식된다. IL-17A는 피부와 관련하여 각

질형성세포의 과증식과 비정상적인 분화를 증가시키고, 관련 분

자의 발현을 하향 조절함으로써 피부 장벽 훼손을 유발한다. 또

한 IL-17A에 의한 단백질 활성화 및 신호전달을 통해 CXCL8,

CCL20과 같은 케모카인의 발현을 유도하여 호중구, Th17 세포

를 염증 부위로 모집하고 이는 건선 병인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다[32,33].

현재 건선 치료법으로 국소 치료, 전신 치료, 생물학적 제제

가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 후 고혈압, 간 독성, 혈관 확장 및

고지혈증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건선 치료제

로 사용되는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은 합성 의약품의 부

작용 문제점이 강조되면서 천연물 기반 소재 개발이 중요하다.

천연물 소재는 항염 및 면역 조절 활성을 가질뿐만 아니라 합

성 의약품 대비 낮은 부작용을 가진다. 또한, 신약 개발에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어 고효율성 측면에서도 건선 치료에 매

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34,35].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 기

반의 유효성분인 브라질린을 건선 치료의 후보 물질로 제시하

였다. 브라질린은 천연 염료로 알려진 소목의 심재 부위에 고

농도로 존재하며 RAW 264.7 마우스 대식세포, HaCaT 인간

각질형성세포에서 뛰어난 항염증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이전

연구는 TNF-α로 자극된 HaCaT 세포에서 염증성 분자의 발현

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8,36]. 위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보다 건선 환경과 유사한 in-vitro 시험 모델을

구축하여 브라질린에 의한 건선 개선 효능 및 그에 대한 메커

니즘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브라질린이 in-

vitro 건선 유사 모델에서 면역 세포 유인에 기인하는 CCL20

발현과 피부 장벽 개선 여부를 조사하였고, 브라질린에 의한

CXCL8, CCL20 발현 억제가 유의성 있게 관찰되었다. 각질형

성세포가 IL-17A에 의해 활성화되면 STAT3 신호 경로를 통해

염증성사이토카인, 케모카인 등 다양한 염증성 분자가 방출된

다. 따라서 브라질린이 STAT3 신호 전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

을 관찰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고, 브라질린이 IL-17A

자극 HaCaT 세포에서 STAT3 단백질 인산화를 유의적으로 억

제함을 규명하였다. 또한 브라질린은 TNF-α/IL-17A/IFN-γ 자극

에서도 동일하게 염증성 사이토카인 IL-1α/β, TNF-α 및 IL-6의

유전자 발현을 농도 의존적 방식으로 감소시켰으며, CXCL8 및

CCL20과 같은 케모카인 발현 또한 강하게 억제하였다. 건선에

서는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되어 비정상적인 투과성을 보이며

수분 공급 능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브라질린에 의한 피부 장

벽 개선 효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브라질린은 TNF-α/IL-17A/

IFN-γ 자극으로 손상된 HaCaT 세포에서 세포 간 TEER 저항

값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브라질린이 항염증

활성뿐 아니라 피부 장벽 강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시험관 내 각질형성세포

Fig. 3 Brazilin increases epithelial electrical resistance (TEER) values in TNF-α/IL-17A/IFN-γ induced HaCaT cells. Inflammation by TNF-α/IL-17A/

IFN-γ decreased TEER values in a time-dependent manner, whereas brazilin increased TEER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which was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skin barrier. Th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 <0.05, ##

p <0.01, ###
p <0.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p <0.01, compared to the TNF-α / IL-17A / IFN-γ-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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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브라질린의 STAT3 인산화 억제 및 CCL20 발현 조절

기능과 건선 완화 효과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를 토대로 향후 건선 동물모델 및 인체 임상시험에서도 유의

한 결과가 얻어진다면 새로운 건선 치료제로서의 유망한 후보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 록

건선(Psoriasis)은 IL-6, CXCL8, TNF-α 및 IFN-γ뿐만 아니라

Th17 세포에서 분비되는 IL-17A 등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해 표피의 과증식(hyperkeratosis) 및 만성적 염증(inflammation)

이 유발되는 난치성 피부 질환이다. 소목(Caesalpinia sappan

L.)의 유효성분으로 알려진 브라질린(brazilin)은 항산화, 항염증

및 피부 장벽 개선 등의 효능이 알려졌다. 특히, tumor necrosis

factor (TNF)-α 자극 HaCaT 각질형성세포 모델에서 브라질린의

건선 치료 소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건선

유발 인자인 C-C motif chemokine ligand (CCL) 20의 조절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선 유사 모델

을 활용해 CCL20 발현 조절 여부 및 그 기작에 대해 규명하

고자 하였다. IL-17A로 자극된 HaCaT 세포에서 브라질린은

CCL20, CXCL8 발현 및 signal transducer and transcription

(STAT)3 인산화를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또한, 브라질린은 TNF-

α/IL-17A/IFN-γ 3종 사이토카인으로 처리된 조건에서도 STAT3

인산화를 억제하며 염증성 분자(CXCL8, CCL20, IL-1, IL-6,

및 TNF-α)의 발현을 하향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라질린은

TNF-α/IL-17A/IFN-γ로 자극된 건선 유사 환경에서 피부 장벽

개선에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 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궁

극적으로 브라질린이 STAT3 인산화 억제를 통해 CCL20 발현

을 하향 조절하며, 건선 유발 사이토카인들의 발현 또한 억제

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건선 동물모델 및 임상시험을 통해

브라질린의 건선 개선에 대한 효능이 검증된다면, 건선 환자에

게 잠재적인 치료 물질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words 건선 · Brazilin · C-C motif chemokine ligand 20 ·

HaCaT cells · Interleukin 17A · Signal transducer and transcrip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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