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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세포는 감염에 대한 숙주 방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외부의 병원성 물질 침입에 대해 대식세포가 나타

내는 반응 중 하나는 이물질을 감지하여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예: 대식세포 및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한다(Iwasaki & 
Medzhitov 2010; Kwak 등 2017). 병원체가 상피 방어를 통과

하여 인체에 침입하면 패턴 인식 수용체(pattern recognition 
receptors, PRRs)라는 막 수용체를 통해 미생물(병원체)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대식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PRRs는 

Toll-like receptor(TLR), CD14, scavenge receptor(SR), 
dectin-1 및 mannose receptor(MR)는 lipopolysaccharide 
(LPS), liphoteichoic acid, β-glucan 및 mannan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Huang 등 2009; Kawai & Akira 2010). PRRs를 

통해 발생하는 신호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하여 nitric oxide 
(NO), reactive oxygen species(ROS), interleukin(IL)-1β, 
IL-6, IL-12, tumor necrosis factor(TNF)-α와 같은 다양한 

cytokine 및 chemokine을 분비함으로써 병원체를 제거하고 

나아가 적응 면역 체계를 조절한다(MacMicking 등 1997; 
Forman & Torres 2002). 최근 여러 연구에서 식물체 또는 식

용 버섯 다당류가 대식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LR2, TLR4, 
dectin-1 및 MR을 통해 세포내 신호전달경로를 경유하여 대

식세포의 활성화를 향상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Schepetkin 
& Quinn 2006; Deng 등 2018; Shin 등 2018; Wang 등 

2018). 
우리나라의 대표 과일인 감귤은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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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intracellular signaling pathways and immunoenhancing effect of macrophage activation 
by crude polysaccharides (CPP) extracted from citrus peels. CPP did not affect the cytotoxicity of RAW264.7 cells, but showed 
dose-dependent effects on cell viability. Also, CPP showed high production of chemokine (nitric oxide (NO)) and cytok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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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 In anti-pattern recognition receptors (PRRs) experiments, the effect of CPP on NO production was strongly suppressed by 
neutralizing toll-like receptor (TLR)2, TLR4, and Dectin1 antibodies, whereas IL-6 and TNF-α production by CPP was mainly 
suppressed by mannose receptor (MR).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PP treatment-induced NO production was regulated 
by the ERK, p38, and NF-κB pathways through TLR2, TLR4, and Dectin1 receptors, whereas IL-6 and TNF-α production was 
primarily regulated by the ERK, p38, and NF-κB pathways through MR recep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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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다양한 citrus 중에서 한해 총 생산량이 2019년 기

준, 약 52만톤으로 가장 많으며, 국내 감귤은 대부분이 제주

도에서 재배되고 있다 (Kim 등 2021). 특히, 한방에서 진피

라 불리는 감귤의 껍질은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수천년 이

상 전통의학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 

수요는 작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농산부산물로써 버려지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감귤에 naringin, hesperidin, 
vitamin C, folic acid 및 pectin과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anti-
cancer, anti-adipogenic, 및 antimicrobial activities와 같은 다

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낸다고 발표되면서 그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Kandaswami & Middleton 1994; Montanari 등 

1998). 이러한 생리활성은 주로 진피의 저분자 물질에서 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진피는 저분자 물질뿐만 아니라 

고분자 물질인 펙틴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

이 더 집중되고 있다. 펙틴의 구조는 homogalacturonan(HG), 
rhamnogalacturoonan(RG)-I 및 RG-II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Kačuráková & Wilson 2001; Doco 등 2003; Yapo 등 

2007), 예전에는 HG 영역만 연구가 이루어지다 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RG-I과 RG-II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HG 
영역보다는 오히려 RG-I 및 RG-II 영역에서 종양 전이 억

제, NK 세포 활성화 및 대식세포 자극 활성과 같은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Lee 등 2014; Shin 
등 2016; Shin 등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피로부터 펙틴 다당을 분리하

고, 대식세포 활성화의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를 확인함으로

써 면역증진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의 추출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된 진피는 2019년에 수확

된 감귤로부터 얻어 열풍건조하였고, 다당 추출을 위해 분

쇄하여 보관하였다. 진피로부터 다당을 분리하기 위해 건조

된 진피 100 g에 20배의 증류수를 가하고, 총 양의 절반이 

될 때까지 열수추출하였다. 이후 거즈를 이용하여 불용성물

질을 제거하고 상등액에 4배의 에탄올을 첨가하여 교반하면

서 침전물을 얻었다.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침전물과 상등액

을 분리하고, 상등액은 제거하였으며, 침전물은 다시 소량의 

물에 용해하여 투석을 3일간 진행하였으며, 농축 및 동결건

조를 거쳐 진피 유래 열수추출 조다당 CPP를 얻었다. 

2. 구성당 분석
구성당 분석은 1-Phenyl-3-methyl-5-pyrazolone(PMP)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로 유도체화하여 high per-

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로 시료의 구성당을 

분석하는 방법(Honda 등 1989)으로, 시료에 2 M TFA 
(trifluoroacetic acid)(Sigma-Aldrich)를 첨가하여 121°에서 

1.5시간 가수분해하여 N2 flushing으로 건조한 뒤, 0.3 M 
NaOH 100 μL와 0.5 M PMP in methanol을 120 μL씩 분주

하여 70℃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나고 0.3 M 
HCl를 이용하여 중화한 후, 이를 완전히 건조한 뒤, 클로로

포름과 물을 이용하여 2상 용매계로 분리하고 물층을 회수

하는 과정을 4회 반복하였다. 그 다음, 0.22 μm filter를 이용

하여 여과한 후 C18 컬럼이 장착된 HPLC-UVD로 분석하였

다. 용매는 phosphate buffer(pH6.7)와 acetonitrile(ACN)을 각

각 82:18로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흡광도 254 nm에서 60 
분간 측정하였다. 각 구성당의 mole%는 유도체화된 internal 
standard(glucosamine 사용) 대비 시료의 peak 면적과 각 단

단의 분자량으로부터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3. RAW 264.7 cell에 대한 NO 및 cytokine 생성능
대표적인 대식세포 세포주인 RAW 264.7 세포를 회수하

여 nitric oxide(NO)와 IL-6 및 TNF-α를 측정하기 위해 96 
well plate에 2.0⨯105 cells/well로 세포수를 조정하여 100 μL
씩 가하고, 37℃, 5% CO2 배양기에서 2시간 동안 세포를 

부착시켰다. 이후 0.06~1,000 μg/mL까지 다양한 농도로 희

석하여 시료를 100 μL씩 첨가하였고 37℃, 5% CO2 배양기

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Janeway CA 1968). 배양 종료 후 

원심분리(900 rpm, 5 min, 4℃)하여 세포배양액을 50 μL 회
수하여 상등액에 유도된 NO를 Griess reagent system kit 
(Promega,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반
면, IL-6의 경우에는 상등액을 2배, TNF-α의 경우에는 5배

를 희석한 후,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kit(Mouse IL-6 ELISA, BD Biosciences, San Jose, USA; 
Mouse TNF-α kit,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이용

하여 cytokine의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4. qPCR을 통한 유전자 발현도 측정
Chemokine과 cytokine의 생산에 관련된 mRNA expression

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RAW 264.7 세포를 60 π dish에 1.5⨯
106 cells/dish로 조정한 후 37˚C, CO2 배양기에서 12시간 배양

하였다. 이후, 시료를 DMEM에 용해하여 최종농도가 0.5 μg/mL
에서 100 μg/mL이 되도록 처리하고, 37˚C, CO2 배양기에서 

3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RNeasy Mini 
Kit(QIAGEN, Valencia, CA, USA)를 사용하여 RNA를 추출

하고 nanodrop을 이용하여 정량한 후, ReverseAid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Fermentas, MA, USA)를 이용하

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cDNA를 합성하였으며, 합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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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A는 냉동보관하여 사용하였다. iNOS, IL-6 및 TNF-α
의 DNA 발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power SYBR Green 
Master Mix(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을 

이용, quantitative real-time PCR(qPCR)을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각 primer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β-actin; 5'- ACCT 
TCTACAATGAGCTGCG-3'(sense), 5'-CTGGATGG CTAC 
GTACATGG-3'(anti-sense), iNOS; 5'-ACATCGACC CGTC 
CACAGTAT-3'(sense), 5'-CAGAGGGGTAGGCTT GTCT 
C-3'(anti-sense), IL-6; 5'-ACAAAGCCAGAGTCCTT CAG 
AG-3'(sense), 5'-GTCCTTAGCCACTCCTTCTGTG-3' (anti- 
sense), TNF-α; 5'-GTACCTTGTCTACTCCCAGGTT CT-3' 
(sense), 5'-TGGAAGACTCCTCCCAGGTATATG-3' (anti- 
sense). 이후 상대적인 유전자 발현량(relative mRNA expre-
ssion)은 Step One Plus System(Applied Biosystems)을 이용하

여 확인하였다. qPCR 조건은 IL-6와 TNF-α의 경우, 95℃에서 

15초→60℃에서 1분으로 40 cycles(melting curve), iNOS의 경

우 95℃에서 15초→58℃에서 20초→72℃에서 30초로 40 
cycles (melting curve) 증폭시켜 시료의 comparative CT값을 

구한 후, house keeping gene β-actin 유전자 cDNA를 같은 방

법으로 증폭하여 2－ΔΔCT 방법으로 정량하였다.

5. Western blotting
대식세포 내 대표적인 신호전달 경로인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와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 
enhancer of activated B cells(NF-κB)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RAW 264.7 세포를 60 π dish에 1.0⨯106 cells/dish로 조정한 

후 37℃, CO2 배양기에서 12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시료를 

DMEM에 용해하여 최종농도가 1 μg/mL에서 100 μg/mL이 

되도록 처리한 후, 37℃, CO2 배양기에서 30분간 배양하였

다. 배양 후 남아있는 배지를 완전히 제거한 뒤 TBS로 세척

하고 Ripa buffer 400 μL로 세포를 lysis시키기 위해 ice 상
에 방치하였다. 이후, dish를 ice 상에서 30분 방치하여 세포 

용출액을 회수하였다. 용출된 단백질은 원심분리(13,000 
rpm, 15 min, 4˚C)하여 상등액과 Laemmli sample buffer(Bio- 
Rad, Hercules, CA, USA)를 3:1 비율로 혼합한 후 100℃에서 

5분간 중탕한 후, 상온에 보관하면서 추후 Western blotting 
실험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Western blotting을 진행하기 위해 10% polyacrylamide 
gel에 제조된 시료를 20 μL loading하여 120 V에서 90분간 

전기영동하였다. 전기영동이 완료된 gel은 PVDF membrane 
(Millipore, Billerica, MA, USA)에 0.45 A에서 80분간 transfer
하고, PVDF membrane을 5% skim milk(Sigma-Aldrich) 및 

5% BSA(Bovine serum albumin)(Sigma-Aldrich)를 이용하

여 2시간 blocking 하였다. 그 후, 1% TBS-T(Tris 247 mM, 

NaCl 1,370 mM, KCl 27 mM, Tween 20 0.5%, pH 7.6)를 

이용하여 10분간 2회 세척하였다. 이후 1차 항체를 각각의 

비율로 희석하여 처리하였고, 4℃에서 12시간 반응시킨 후, 
1% TBS-T를 이용하여 10분간 3회 세척하였다. 이후 2차 항

체를 각각의 비율로 희석하여 처리하고 2시간 반응시킨 후, 
1% TBS-T를 이용하여 10분간 3회 세척하였다. 항체반응이 

완료된 membrane은 ECL(Enhanced chemiluminescence, GE 
Healthcare, Buckinghamshire, UK)과 반응시켜 X-ray film 
(Agfa, Mortsel, Belgium)에 현상시켜 확인하고자 하는 단백

질의 발현양을 비교하였다.

6. Confocal을 이용한 NF-κB 경로의 확인
대식세포 내 또다른 대표적 신호전달 경로인 NF-κB의 핵 

내로의 신호전달 이행 여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자 confocal
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4 well plate에 12 mm 
cover slip(Paul Marienfeld GmbH & Co. KG, Germany)을 

넣고 0.1% gelatin(Sigma-Aldrich) 500 μL씩 첨가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30분간 방치한 뒤, 상등액을 모두 제거

하였다. 여기에 2.0⨯105 cells/mL로 조정한 RAW 264.7 세
포를 37℃, CO2 배양기에서 5시간 동안 세포를 부착시킨 후, 
시료를 최종농도가 100 μg/mL가 되도록 처리한 후, 37℃, 
5% CO2 배양기에서 2시간 동안 시료를 처리하였다. 시료처

리 종료 후 PBS로 1회 washing하고 4% formaline(pH 7.2) 
500 μL씩 가하여 15분간 실온 방치함으로써 신호전달 반응

을 중지하였다. 이후 PBS로 3회 washing(500 μL, 5 min)하
고 5% BSA(in 0.1% Trion X-100/1⨯PBS)를 300 μL씩 처

리하여 25℃의 암실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종료 후 

PBS로 2회 washing(500 μL, 5 min)하고 1차 항체(p65) 
(Santa cruz)를 1% BSA(in 0.3% Triton X-100/1⨯PBS)에 

1:200으로 희석한 뒤 250 μL씩 처리하여 4℃에서 12시간 

반응시켰다. 이후 PBS를 이용하여 washing(500 μL, 5 min, 
3회)하고 2차 항체(Alexa Flour 488 goat anti-rabbit IgG) 
(Thermo Fisher Scientific, Seoul, Korea)를 1% BSA(in 
0.3% Triton X-100/1⨯PBS)에 1:2,000으로 희석한 뒤 250 
μL씩 처리하여 25℃의 암실에서 70분간 반응하였다. 이후 

PBS로 3회 washing(500 μL, 5 min)하고 24 well로부터 cover 
slip을 분리하여 mounting medium with DAPI(Vectashield, 
Burlingame, USA)와 함께 slide glass에 처리한 뒤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Carl Zeiss Microscopy, NY, US)
를 이용하여 cell morphology를 관찰하였다. 

7. 대식세포의 pattern recognition receptors (PRRs) 
RAW 264.7 세포를 이용하여 대식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의 발현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2.0⨯106 cells/mL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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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하

고 37℃, 5% CO2 배양기에서 5시간 배양한 뒤, TLR-2, 
TLR-4, SR, CD14, MR, CR3, Dectin-1 수용체(pattern recog-
nition receptor antibodies, anti-PRRs)를 최종농도가 각각 10 
μg/mL이 되게 처리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1시간 

방치하였다. 이후 DMEM에 시료를 용해 및 희석하여 최종

농도가 100 μg/mL이 되도록 처리하고 37℃, 5% CO2 배양

기에서 24시간 시료를 처리하였다. 시료처리 종료 후, NO는 

Griess reagent system kit(Promega)를 이용하였고, IL-6는 

Mouse IL-6 ELISA kit(BD Biosciences)를, TNF-α는 Mouse 
TNF-α kit(Invitrogen)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함

량을 측정하였다.

8.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uncan multiple test로 대조군과 

각 시험군 간의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진피로부터 분리한 다당의 구성당 분석
진피로부터 열수추출하여 얻은 조다당 CPP의 구성당 분

석을 진행한 결과, mannose, rhamnose, galacturonic acid, 
glucose, galactose, arabinose 총 6종의 단당이 검출되었다. 
이는 펙틴을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HG 영역의 구성성분인 galacturonic acid가 67.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RG-I 및 RG-II의 구성성분인 arabinose, 
galactose, glucose, rhamnose가 각각 19.0%, 7.8%, 3.1%, 
1.6%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진피에 존재하는 

다량의 pectin 물질이 검출된 것이라 확인하였다(Mohnen D 
2008).

2. 진피 유래 조다당의 NO 및 cytokine 생성능
선천면역계에는 대식세포(macrophage),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NK cell), 수지상세포(dendritic cell)와 같은 면역

세포가 존재한다. 특히 대식세포는 어떤 인자에 의해 활성

화가 되면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 및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chemokine이나 cytokine을 분비하면

서 자기 방어를 하게 된다(MacMicking 등 1997; Forman & 
Torres 2002). Chemokine류 중에 하나인 nitric oxide(NO)는 

반응성이 높은 염증성 free radical로써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세포신호전달 분자로써 미생물을 제거하는데 관여한다. NO
는 NO 합성효소(ni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세포 

내의 L-arginine으로부터 생성되며,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endothelial NOS(eNOS), 혈압 조절 및 혈관 확장과 관련된 

neuronal NOS(nNOS) 및 병원체에 대해 면역방어를 나타내

는 inducible NOS(iNOS) 3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Stuehr DJ 1999). 특히 iNOS에 의해 생산되는 NO는 외부

에서 침입한 병원체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며, 순환계 질환, 염
증 질환 및 암을 예방한다고 보고되어 있다(Kröncke 등 

1998). 반면,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 chemokine 뿐만 아니라 

다양한 cytokine이 분비되는데(Sung 등 2016) 이는 면역세

포들의 신호전달 및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할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사이에 복잡한 신호전달을 

통해 전반적인 면역계의 반응 및 효율화에 기여한다고 알려

져 있다(Starr 등 1997). 따라서, 본 연구진은 먼저 진피 유래 

조다당 CPP의 직접적인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Raw264.7 세포에 CPP 시료를 0.06~1,000 μg/mL의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여 세포독성을 관찰한 결과, 세포독성은 나타

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3.9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세포 

증식능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식세포 유래 세포주인 RAW 
264.7 세포의 NO 및 면역조절에 관련된 대표적인 cytokine 
IL-6 및 TNF-α의 생성능을 확인한 결과(Fig. 1), NO의 경우 

3.9 μg/mL 농도부터 양성대조군 대비 50% 이상의 우수한 

NO 생산능을 보여주었으며, IL-6 및 TNF-α의 경우에는 

62.5 μg/mL 이상에서 양성대조군 대비 90% 이상의 우수한 

cytokine 분비능을 보여주었다. IL-6는 인체내 감염 및 조직 

손상으로 인해 면역 초기반응에 분비되는 주요 반응 매개 

단백질로써, 염증 반응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고, TNF-α는 종양 괴사를 유발하거나 미생물에 의한 

감염 저항성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진피 유래 조다

당 CCP는 NO, IL-6 및 TNF-α와 같은 chemokine 및 

cytokine 분비능을 증가시켜 선천면역계의 대표적 면역세포

인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증강 효과에 관여함을 확인

하였다. 

3. 진피 유래 조다당의 mRNA gene expression
앞선 cytokine 분비능 결과에서 진피 유래 조다당 CPP는 

우수한 NO 및 cytokine 생산능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

로 CPP의 면역조절 관련 유전자 IL-6, TNF-α 및 iNOS 
mRNA expression을 확인하기 위해 RAW 264.7 세포를 이

용, quantitative real-time PCR(qPCR)로 분석하였다. 그 결

과(Fig. 2), 진피 유래 조다당 CPP는 iNOS와 IL-6의 mRNA 
발현량이 50 및 100 μg/mL 처리에서 우수한 발현량을 나타

내었으며, TNF-α의 mRNA 경우, 농도의존적인 활성을 보여

주었으며, 100 μg/mL 농도에서는 양성대조군 대비 약 90% 
이상의 발현량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진피 유래 조다당 

CPP는 IL-6, TNF-α 및 iNOS 유전자를 발현시켜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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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NO, IL-6 및 TNF-α와 같은 chemokine 및 cytokine 생산

을 유도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염증부위에 면역세포들

이 모여들거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NO 및 IL-6와 종양 

괴사 유발 및 미생물 감염 저항성 향상과 관련이 있는 TNF-
α를 유의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생체방어에 작용하는 선천면

역기구의 활성 및 조절에 관여하여 면역증강효과를 나타낸

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결과였다.

4. 진피유래조다당의중화항체를이용한대식세포의수
용체 경로 확인

대식세포 막 표면에는 TLR-2, TLR-4, MR, CR3, SR, 
CD14 및 Dectin-1 등의 pattern recognition receptors(PRRs) 
수용체가 발현되어 있어 lipopolysaccharide(LPS) 혹은 β- 
glucan과 같은 천연물 유래 다당 분자가 세포내 신호전달을 

유도한 후 핵 내로 들어가 transcription factor를 활성화시켜 

최종적으로 다양한 cytokine 및 chemokine의 생산을 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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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CPP on cell viability (A), NO (B), IL-6 (C) and TNF-α (D)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NC (medium) 
and PC (LPS, 1 μg/mL) were used as negative and positive control. Bars with lower case letters (a-h)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p<0.05) as show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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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CPP on mRNA expression of IL-6 (A), TNF-α (B) and iNOS (C) in RAW 264.7 cells by re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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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알려져 있다(Lewis 등 1998; Rice 등 2002; Taylor 등 

2002; Yang 등 2003). 
진피 유래 조다당 CPP가 대식세포 막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 중 어떤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 내로 들어가 활성

화하여 NO 및 IL-6, TNF-α를 생성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RAW 264.7 세포에 TLR-2, TLR-4, MR, CR3, SR, 
CD14 및 Dectin-1 receptors-blocking antibodies를 처리하여 

상대적인 NO 및 IL-6, TNF-α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

과(Fig. 3), NO의 경우, TLR2, TLR4 및 Dectin-1 중화항체

를 처리한 군에서 활성이 급격히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대

식세포가 활성화되어 NO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TLR2, 
TLR4 및 Dectin-1에 CPP가 결합하여 세포 내로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A)). 반면, IL-6 및 TNF-α의 경우, 
MR 중화항체를 처리한 군에서 생성능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어 IL-6 및 TNF-α를 생산

하기 위해서는 MR에 CPP가 결합하여 세포 내로 들어간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B), (C)). 따라서 진피 유래 조다

당 CPP는 대식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TLR2, TLR4 및 

Dectin-1과 결합하여 NO를 분비하며, MR과 결합하여 IL-6 
및 TNF-α와 같은 cytokine을 분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대식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5. 진피유래조다당의대식세포내 MAPK 및 NF-κB 경
로의 활성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식세포 막 표면 존재하는 수용

체에 lipopolysaccharide(LPS) 혹은 β-glucan과 같은 천연물 

유래 다당 분자가 결합하면 일련의 연속된 세포 내 MAPK 
및 NF-κB 경로와 같은 신호전달을 유도한 후(Rice 등 2002; 
Taylor 등 2002) 핵 내로 들어가 다양한 transcription factor
를 활성화시켜 최종적으로 cytokine 및 NO 등의 생산을 유

도하게 된다(Lewis 등 1998; Yang 등 2003). 특히, NF-κB의 

subunit 중 하나인 p65는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비인산화된 

형태의 IκBα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ligand 

자극에 의해 IκBα를 인산화시켜 분해되면, p65는 핵 내로 

이동하여 유전자들의 전사를 개시함으로써 다양한 cytokine
의 생산을 유도한다(Liacini 등 2002).

진피 유래 조다당 CPP의 대식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확

인하기 위해 RAW 264.7 세포에 CPP 시료를 1~100 μg/mL
의 농도로 처리하여 신호전달과 관련된 단백질 수준을 관찰

한 결과(Fig. 4), MAPK(p38, ERK) 단백질이 농도의존적으

로 인산화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50과 100 μg/mL의 농도에

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p38, ERK 단백질의 전

체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NF-κB 신호전달 경로에

서 p65가 활성화되면 IκBα가 분해되면서 p65가 핵 내로 들어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진피 유래 조다당 CPP를 1~100 μg/mL
의 농도로 RAW 264.7 세포에 처리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

로 IkBα의 분해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p65가 

인산화되어 핵 내로 이행되어 transcription factor로 작용하

는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 confocal microscopy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Fig. 5), 시료를 처리하지 않

은 군에서는 세포질에서만 FITC 형광(초록색)이 발색되는 

반면, 양성대조군 LPS의 경우 p65가 활성화되어 핵 내로 들

어가 FITC 형광이 핵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이와 마찬가지로 CPP 1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

에서도 양성대조군과 거의 유사하게 p65가 활성화되어 핵 

내로 들어가 FITC 형광이 핵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피 유래 조다당 CPP는 

선천면역계의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

기 위해 MAPK(p38, ERK) 및 NF-κB 경로를 거쳐 핵 내로 

들어가 transcription factor p65를 활성화시켜 iNOS, IL-6 및 

TNF-α의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키고 관련 cytokine 및 NO의 

생산을 유도하여 나아가 면역증진 활성에 공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식세포의 수용체 경로 및 신호전달 

경로 결과를 모두 종합해 보면 진피 유래 조다당 CPP는 대

식세포를 활성화시켜 NO, IL-6 및 TNF-α와 같은 다양한 면

역활성 물질을 분비하는데, 특히 chemokine인 NO는 대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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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CPP on treatment anti-PRR antibodies on NO (A), IL-6 (B) and TNF-α (C)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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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막 표면에 존재하는 TLR2, TLR4 및 Dectin-1 수용체와 

결합하여, cytokine IL-6와 TNF-α는 MR 수용체와 결합하여 

p38, ERK 및 NF-κB 경로를 인산화시킴으로써 연속적인 신

호전달 후 핵 내로 들어가 transcription factor p65를 활성화

시켜 NO, IL-6 및 TNF-α를 생산한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진피로부터 분리한 다당의 대식세포에 대

한 면역증진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RAW264.7 세포주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건조된 진피로부터 열수추출 

및 에탄올 침전을 통해 조다당 CPP를 얻었다. 대식세포주 

RAW264.7 cell을 이용하여 면역증진 효과를 확인하고자,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식능을 보여주었다. 면역증진과 관련된 

NO, IL-6 및 TNF-α를 ELISA를 통해 측정한 결과 농도 의

존적으로 우수한 cytokine 분비능을 보여주었다. mRNA 

expression 결과에서도 우수한 iNOS, IL-6 및 TNF-α 발현량

을 나타내었다. 다음, 대식세포 막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

와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를 확인하고자, western blotting과 

confocal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NO는 TLR2, TLR4 및 

Dectin-1 수용체와 결합하여, IL-6와 TNF-α는 MR 수용체와 

결합하여 p38, ERK 및 NF-κB 경로를 인산화시킴으로써 연

속적인 신호전달을 거쳐 핵 내로 이행되어 p65를 활성화시

켜 NO, IL-6 및 TNF-α를 생산한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이
는 식품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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