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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앵자 (金櫻子: Rosae Laevigatae Michx.)는 열 지방에 자

라는 상록성 목의 장미과 식물의 열매로, 수렴성이 강하여 한

방에서 유정 (遺精), 유뇨 (遺尿), 소변빈약, 만성 장염, 설사, 자궁

출 , 자궁하수에 사용한다. 성분으로는 유기산(사과산, 몬산), 

타닌질, 정유, 비타민 C, 수지, 사포닌 등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

으나1), 앵자의 항염증 기작에 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식세포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의 침입자에 

항하는 면역계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식세포는 

lipopolysaccharide (LPS)와 같은 박테리아 독소에 의해 활성화 

되면 산화질소 (nitric oxide, NO)와 로스타 란딘  사이토카

인 (cytokines)과 등을 방출함으로써 외부의 침입자나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한다. 특히 NO는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에 의해 량 생산되는데 이런 다량의 NO는 외

부 침입자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조직에도 

손상을 입히게 된다2). 따라서 iNOS 발  해를 통해 NO의 과도

한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염증 치료에 요한 한 target이 되고 

있다
3,4). 실지로 iNOS의 선택 인 억제제들을 투여했을 때 골

염, 치주염, 실험  자가면역성 심근염, 다발성 경화증  패

증 등이 개선된다는 보고들이 발표되었다5-9).

    iNOS 유 자 발 의 조 은 여러 가지 사인자의 활성에 

의해 좌우된다. NF-κB, AP-1, IRF-1  Oct 등을 포함하는 사

인자에 한 여러 결합 자리가 iNOS 유 자의 로모터 

(promoter) 부분에 있는 것이 밝 져 있다10-12). 이들 사인자 

에 NF-κB는 LPS에 한 iNOS 유 자의 발 에 주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보인다12,13). NF-κB는 p50와 p65로 구성된 이종이합체 

사인자인데, 여러 종류의 다른 Rel을 포함하는 이합체가 존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 세포에서, NF-κB는 세포질에서 

해단백질 I kappa B (IκB)와 결합하여 존재한다. LPS 등에 반

응하여, IκB는 26S 로테아좀 복합체 (proteasome complex)에 

의해 빠르게 유비퀴틴화 (ubiquitination) 되고  분해된다. 그러면 

자유로운 NF-κB 이합체는 핵으로 이동하여 목표 유 자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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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부분에 강하게 결합하게 되고, 그것의 사를 진한다. Iκ

B의 유비퀴틴화와 분해를 유도하는 작용은 IκB의 보존된 N-말단 

조  부 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세린 잔기 (Ser 32 and 36)를 인산

화하는 것이다. 이 조  부 를 인산화 시키는 것이 IκB kinase 

(IKK) complex로 밝 졌다. IKK는 IKKα와 IKKβ의 두개의 매

활성 아단  (catalytic subunits)와 조  아단  (regulatory 

subunit)인 IKKγ로 이 져있다
14,15)

. IKK는 TNF-α, IL-1, LPS 등

에 의한 자극에 빠르게 활성화 되어, IκB-α와 IκB-β에서 N-말단

의 serine을 인산화시킨다.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 신호 달계의 

활성화는 NF-κB의 활성이 여하는 여러 가지 세포 반응, 즉 증

식, 분화, 특이  사기작 등과 련된다.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는 주로 성장 진 인자 (growth 

factors), 사이토카인, 발암 진제 (tumor promoter)에 반응하며, 

LPS에 의해서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ERK는 NF-κB

의 활성과 iNOS 발 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44 kDa ERK1과 42 kDa ERK2가 그 상 의 MEK1  MEK2

에 의해 인산화되어 활성화 된다
17). 

    본 연구에서는 앵자의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LPS로 자극한 식세포에서 염증매개 물질인 NO의 생성에 

앵자 추출물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그 작용기

을 밝혔다.

재료  방법

1. 추출물의 비

    본 실험에 사용한 앵자 (Rosa laevigata Michx.)는 (주)

명생약 (Pusan, Korea)에서 구매하여 300 g을 2 시간 동안 탕

하여 추출하 다. 추출물을 0.45 μm 필터를 통하여 거르고, 냉동 

건조하여 12 g (4%)을 얻었다. 냉동 건조된 추출물 (Rosa 

laevigata extract, RLE)을 사용 에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녹이고 0.22 μm 필터로 걸러 사용하 다.

2. 세포 배양

    쥐 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는 10% FBS가 보충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에서 37℃, 5% 

CO2의 공기 상태로 배양하 다.

3. 산화질소 (NO) 농도 측정

    세포 배양액 안의 NO 농도는 microplate 분석 실험 방법에 

의해 측정하 다18). 세포배양액 100 μl와 Griess reagent [1% 

sulfanilamide/0.1% N-(1-naphthyl)에 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2.5% H3PO4] 100 μl를 섞어 실온에서 10 분간 

배양하고 Vmax 96-well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분

도계)로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NO 농도는 아질산 

나트륨의 표 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4. 세포 독성 분석 (MTT) 실험

    식세포의 생존율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에 의

해 자주빛 formazan 생성물로 변하는 MTT 환원을 바탕으로 측

정하 다19)
. 세포의 NO 양을 측정하고 남은 세포에 MTT 용액 

(5 mg/ml)을 5 μl 첨가하고 (최종 농도 62.5 100 μg/ml) 3시간 

동안 배양한 후 상층액을 제거한다. DMSO를 150 μl 첨가하여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녹인 후 Vmax 96-well microplate 분

도계로 57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5. 핵 단백질 추출  

    핵 단백질 추출은 이 에 묘사한 바와 같이 하 다20)
. 세포

를 PBS로 3번 헹구고 완충액 A [10 mM HEPES-KOH, pH 7.9, 

1.5 mM MgCl2, 10 mM KCl, 0.5 mM dithiothreitol (DTT), 0.2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를 4℃에서 15 분간 

처리한 후 Nonidet P-40 (NP-40)을 넣고 5 분간 둔다. 그 후 

12000 g에서 30 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한다. 침 물에 

완충액 B (20 mM HEPES, pH 7.9, 25% glycerol, 0.42 M NaCl, 

1.5 mM MgCl2, 0.2 mM EDTA, 0.5 mM DTT, 0.2 mM PMSF, 

protease inhibitor cocktail)를 넣고 4℃에서 30 분간 배양하는데 

수시로 교반을 해 다. 12000 g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을 모아 -70℃에 보 한다.

6. Ele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핵 단백질 추출물의 EMSA 실험은 NF-κB concensus 

oligonucleotide (5’-AGTTGAGGGGACTTTCCCAGGC-3’, Promega)

를 사용하여 실행하 다21). oligonucleotide를 T4 polynucleotide 

kinase를 이용하여 [γ-32P]-ATP (3000Ci/mmol at 10 mCi/ml)로 

표식을 하 다. 핵 추출물을 실온에서 10분 동안 EMSA 완충용

액 (10 mM HEPES, pH 7.9, 50 mM KCl, 0.2 mM EDTA, 2.5 

mM DTT, 10% glycerol, 0.05% NP-40, 0.25 mg/ml poly 

dI/poly dC, protease inhibitor cocktail)에 배양한 후 혼합물을 

32P-labeled oligonucleotide와 같이 실온에서 20 분 동안 배양했

다. 배양 혼합물을 0.25X Tris/borate/EDTA 완충액에서 

nondenaturating gel에 기 동하 다. Gel을 말리고, –70℃에

서 X-ray 필림에 노출했다.

7. Western blot 분석 

    세포를 PBS에 3번 세척하고, 세포용해 용액 (1% Triton 

X-100, 1% deoxycholate)으로 괴하 다. 단백질 농도를 측정

하고22)
, 단백질의 동량을 10% SDS-PAGE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로 분리한 후, gel을 

0.45 μm nitrocellulose 필터로 옮겼다. Blot을 anti-iNOS, p65, 

IκB-α, ERK1/2, TBP, phospho-IκB-α, phospho-ERK1/2, α

-tubulin antibody  secondary antibody에 배양하고 화학 발

 검출 시스템 (Enhanced chemiluminescence system)으로 검

출하 다.

8. 통계 분석

    모든 결과는 평균 ± S.E. 으로 나타내었다. 각 실험은 어도 

3번 반복했다. 통계처리는 paired student’s t-test로 분석하 다. 

P 값이 0.05 미만인 것을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정하 다.



lipopolysaccharide로 자극된 식세포에서 앵자의 Nitric Oxide 생성  NF-κB 활성 억제 효과

- 387 -

결과  고찰

1. 식세포에서 NO 합성과 iNOS 발 에 미치는 앵자 추출물

의 효과

    앵자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밝히기 해 NO 합성에 

한 앵자 추출물의 효과를 조사하 다.  

Fig. 1. RLE inhibits NO production and iNOS protein express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A) The cells were treated with 1 μg/ml 
of LPS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FRL for 20 h. At the end 

of incubation time, 100 μl of the culture medium was collected for nitrite assay. Data 

represented as means ± S.E.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vs. LPS-treated group. 

(B)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RLE and/or LPS as mentioned above and equal 

cytosolic extract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with anti-iNOS antibody. Western blot 

detection of a-tubulin was estimated protein-loading control for each lane.

Fig. 2. Effects of RLE on cell viability. RAW 264.7 cells were 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LE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1 μg/ml of LPS for 20 h 

at 37℃. The remaining cells after Griess reaction were used for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presented as means ± S.E.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RAW 264.7 식세포에 앵자 추출물을 1시간 동안 처리하

고, 1 μg/ml LPS로 20 시간 동안 자극하 다. 배양액에 분비된 

NO의 양을 Griess 법으로 측정하 다. LPS를 처리한 세포는 많

은 양의 NO를 생성하는 반면, 앵자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는 

앵자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 으로 NO의 분비를 억제하 다

(Fig. 1A). NO 합성의 감소가 iNOS 발 과 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Western blot analysis를 통하여 iNOS의 양을 분

석한 결과 iNOS의 수 이 앵자 추출물의 농도 의존 으로 감

소하 다(Fig. 1B). 반면, MTT assay 결과 식세포의 생존력은 

앵자 추출물에 향을 받지 않았다(Fig. 2). 이 결과는 앵자 

추출물이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는 않으면서 iNOS의 발 에 

향을 주어 NO의 분비를 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NF-κB 할성에 한 앵자 추출물의 효과

    iNOS 로모터에 사인자인 NF-κB가 결합하는 자리가 2 

군데 존재하고 iNOS의 발 에 NF-κB가 요한 역할을 하므로 

앵자 추출물이 NF-κB 활성을 조 하여 iNOS 발 을 억제하는

지 찰하 다. RAW 264.7 세포에 앵자 추출물을 1시간 동안 

처리하고, 1 μg/ml LPS로 30분 동안 자극했다. LPS로 자극하

지 않은 조군에서는 NF-κB/DNA 복합체가 거의 형성되지 않

는 반면, LPS 처리에 의해 NF-κB/DNA 복합체가 많이 형성되었

다. 한 앵자 추출물을 처리 했을 때 NF-κB/DNA 복합체

의 형성이 앵자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 으로 감소하 다(Fig. 

3A). 게다가 NF-κB p65의 세포질로부터 핵으로의 이동이 앵

자 추출물에 의해 억제되었다(Fig. 3B).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앵자 추출물이 식세포에서 NF-κB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iNOS

의 발 을 해함을 알 수 있다.

Fig. 3. Effect of RLE on NF-κB activation.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a various concentration of RLE for 1 h and stimulated with 1 μg/ml of LPS for 30 min. (A) 

Nuclear proteins were extracted and assayed for NF-κB DNA binding affinity by EM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n.s., non-specific band. (B) Effect of RLE on nuclear 

translocation of NF-κB. Cells were incubated as mentioned in (A) and equal amount of 

nuclear extract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with anti-NF-κB p65 antibody. Western blot 

detection of TATA-binding protein (TBP) was estimated protein-loading control for each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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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κB-α 인산화  분해에 한 앵자 추출물의 억제 효과

    앵자 추출물이 NF-κB 신호 달 기 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NF-κB의 활성을 조 하는 IκB-α의 인산화  

분해에 미치는 앵자 추출물의 효과를 찰하 다. RAW 264.7 

세포에 앵자 추출물을 1 시간 동안 처리한 후 1 μg/ml의 LPS

를 15 분 동안 처리하고 IκB-α 혹은 phospho-IκB-α의 단백질 수

을 Western blotting을 통해 검사했다. IκB-α는 LPS에 반응하여 

분해되었지만, 앵자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앵자 추출물의 

농도 의존 으로 IκB-α의 분해를 억제하 다. 한 LPS에 의해 I

κB-α의 인산화가 유발되었으나, 앵자 추출물 처리에 의해 Iκ

B-α의 인산화가 상당히 해되었다(Fig. 4). 그러므로 이 결과는 

앵자 추출물이 IκB-α의 인산화를 해하여 IκB-α의 분해를 억

제하며, IκB-α를 인산화시키는 상  kinase에 작용함을 시사한다.  

Fig. 4. Effects of RLE on LPS-induced phosphorylation and 

degradation of IκB-α. RAW 264.7 cells were 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LE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1 μg/ml of LPS for 15 min. Cells were harvested 

and equal cytosolic extract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with anti-IkB-α or 

anti-phospho-IkB-α antibody. Western blot detection of α-tubulin was estimated 

protein-loading control for each lane.

4. MAPK 활성에 미치는 앵자 추출물의 효과

    보다 상  신호 달계에서 앵자 추출물의 분자  target을 

밝 내고자, NF-κB의 기능을 조 하는 MAPK 활성에 한 앵

자 추출물의 효과를 찰하 다. ERK1/2는 LPS에 반응하여 인산

화되며 iNOS 발   NF-κB 활성을 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기 때문에, ERK1/2 활성을 그것의 인산화를 통하여 찰하 다. 

RAW 264.7 세포에 와 같은 농도로 앵자 추출물을 1 시간동

안 처리한 후, LPS를 1 μg/ml 농도로 30 분 동안 처리하 다. 

Fig. 5. Effects of RLE on the phodphorylation of ERK1/2. RAW264.7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RLE for 1 h and stimulated with 1 μg/ml 

of LPS for 30 min at 37℃. Equal amount of cell extracts was separated by SDS-PAGE and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with anti-phospho-ERK1/2 antibody. Western blot detection of 

anti-ERK1/2 was estimated protein-loading control for each lane. 

    Fig. 5에서 보듯이, 앵자 추출물은 LPS에 의한 ERK1/2의 

활성을 농도 의존 으로 억제하 다. 인산화되지 않은 ERK1/2

의 양은 LPS와 앵자 추출물 처리에 의해 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앵자 추출물이 ERK1/2의 발 에는 향을 주지 않으면

서 ERK1/2의 인산화를 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    론

    생쥐 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를 LPS로 자극했을 때 

앵자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식세포에서 LPS에 의한 NO의 생성이 앵자 추출물의 

농도 의존 으로 감소하 으며 NO를 생성하는 효소인 iNOS의 

발  한 감소하 다. 앵자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앵자 추출물에 의해서 세포독

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 결과는 앵자 추출

물이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는 않으면서 iNOS의 발 에 향

을 주어 NO의 분비를 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앵자가 

iNOS의 발 을 억제하는 기작을 조사하기 하여 iNOS 발 에 

심 인 역할을 하는 NF-κB의 활성에 한 앵자 추출물의 효

과를 EMSA 방법으로 조사하 다. 그 결과 앵자 추출물의 농도

에 의존 으로 NF-κB의 DNA 결합능력이 떨어졌으며 NF-κB가 

핵으로 이동되는 정도 한 앵자 추출물에 의해 감소됨을 찰

하 다. 이 결과로 보아 앵자가 NF-κB의 활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F-κB의 활성 하가 NF-κB의 활성을 조 하

는 IκB-α의 분해  인산화 억제 때문인지를 Western blotting으

로 조사하 다. 앵자 추출물이 LPS에 의한 IκB-α의 분해를 억

제하 으며, IκB-α 인산화 한 억제하 다. 이것으로 보아 IκB-α

를 인산화 시키는 효소인 IKK1/2의 활성을 앵자 추출물이 

해함을 유추할 수 있다. 한 NF-κB의 상  신호 달계에 한 

향을 알아보기 하여 ERK1/2 인산화를 조사한 결과 앵자 

추출물에 의해 ERK1/2의 인산화가 억제됨을 찰하 다. 

    이상의 결과들로 보아 앵자는 LPS로 자극된 식세포에

서 ERK1/2의 활성, IκB-α의 인산화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NF-

κB의 활성을 해하고 이로 인해 iNOS의 발   NO 생성이 

억제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앵자는 LPS로 유발되는 식

세포의 염증성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는 앵자를 이용한 항염제 개발에 

한 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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