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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등 풀(Euphorbia helioscopia)은 우리나라의 중부이남 지

방에서 나는 2년 초로서 높이가 30cm에 달하고, 가을철에 나와

다음해에 무성해지며 자르면 흰색의 유액이 나온다.

함유성분으로는 diterpene alkaloid인 phorbol ester 및

jatrophone, crotoballins A, B, kansuinin 등이 보고되어 있

고, flavonoid와 가수분해형 탄닌이 풍부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

(Zhang and Guo, 2004, 2005).

등 풀의 다른 이름인 택칠의 성분 중 corilagin에 한 생리

활성에 관한 연구로는 용안식물의 종자에서 분리한 corilagin이

항산화효과와 미백활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Nuehanart, 2006), corilagin이 피부에 발생하는 분류증(粉瘤

症)과 동맥경화의 일반 형태인 죽종(粥腫)에 상처를 경감하거나

혹은 oxidized low-density lipoprotein(ox-LDL)을 억제하고

vascular smooth muscular cells(VSMC)를 유도(촉진)하여

항동맥경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Duan et al.,

2005), 석류나무에서 추출, 단리한 플라보노이드 및 가수분해성

탄닌은 항산화활성이 있으며(Klaus et al., 2004), 극과 낙엽

교목인 emblica에서 분리한 4개의 norsesquiterpenoids와 14

개의 페놀성화합물이 항증식성과 선암종, 위장 선암종 및 자궁

내막 악성종양에 해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corilagin이

이들의 증식억제에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Zhang

et al., 2004).

일본 특산물인 nikoense(목약나무)의 잎에서 분리된 corila-

gen이 TNF-αreleasing inhibition(종양괴사인자억제) 활성과

암 및 일반 질환을 억제하는데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Okabe et al., 2001), 이외에도 열 성 식물인 극과의

hispida와 wilkesiana의 50% 수용성 에탄올 추출물에서 분리

된 corilagin의 항균활성(Adesina et al., 2000), 택칠 뿌리 추

출물의 항종양, 수명연장, 면역기능 개선 효과(Cai et al.,

1999), E. longana(용안)에서 분리 정제된 corilagin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noradrenaline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서 혈압강하를

유도한다는 항고혈압 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다(Che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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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본 연구는 전보(신 등, 2008)에 이어 택칠(Euphorbia helio-

scopia)의 全草에서 분리, 정제한 corilagin(CRN)이 류마티스

성 관절염에 미치는 면역기전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류마

티스성 관절염 병리기전에 관한 현 의학적 실험기법(Trent-

ham et al., 1997)에 의하여 시도된 생쥐에 제Ⅱ형 collagen을

접종한 관절염 모델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본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6주령 DBA/1생쥐를 Charles

River(Japan)사에서 구입, 자유식이(고형사료, 삼양사)로 2주

일 동안 실온 22±2℃, 1일 12시간 조명, 12시간 조명 차단의 실

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 다.

실험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택칠(E. helioscopia)은 중국 안국시장에서

건조된 상태의 하북산 약재를 구입 정선한 후 건조된 택칠 50g

을 약탕기로 2시간 동안 열탕추출하여 감압 농축 후 동결 건조

한 다음 사용하 다.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으로는 collagen typeⅡ, methot-

rexate, D-PBS(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Collagenase, EDTA는 Sigma(USA), PE-anti-CD3e, FITC-

anti-CD19, FITC-anti-69, FITC-anti-CD4, FITC -anti-

CD8, FITC-anti-CD25, FITC-anti-llb는 pharminge(USA)

에서 PE-anti-Gr-1와 IL-4, IFN-γ, IL-6, TNF-a, IgG,

IgM는 Biosource(USA)에서 구입하 으며, 분리 및 정제를 위

해 사용된 시약 acetonitrile(HPLC grade)와 trifluoroacetic

acid(98%)는Merck사제품을사용하 다.

실험기기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prep-LC(Shimadzu LC-8A,

Japan), ACE 10 C18(250×30㎜), LC-MS(Waters ZQ 4000,

USA), XTerra MS C18(2.1×250㎜, Waters, USA), rotary

vacuum evaporator(Buchi, Switzerland), deep freezer

(Sanyo Co. Japan), freezer dryer(Eyela, Japan) 등을 사용

하 다. 그리고 생리학적인 활성연구에는 RT-PCR(Applied

Biosystems USA), flow cytometer(Beeton, biekinsn,

USA), ELISA kit(R&D System, USA), ELISA leader

(molecular devuces USA), ELISA(enzyme-linked

immunasorbent assay(Endogen, USA), fluoresence

activated cell sorter(Becton Dickinson) 등을 사용하 다.

류마티스 관절염 생쥐에 한CRN 투여량

DBA/1 생쥐 6 마리씩을 1개 군으로 하여 관절염을 유발시키

지 않은 정상군(Nr) 그리고 collagen induced arthritis(CIA)로

유발시키고 치료제를 처리하지 않은 조군 MTX(0.3mg/kg)

투여군, CRN-8(8mg/kg), CRN-4(4mg/kg) 투여군으로 나누

었다. 정상군과 조군에게는 매일 1회 생리식염수를 각각

0.1ml씩 복강에 주사하 고, MTX는 0.3mg/kg의 농도로,

CRN-8과 CRN-4 투여군은 매일 오전 11시에 0.1ml씩 복강투

여 하 다.

사이토카인 분석

CIA생쥐모델에 4주 동안 MTX(0.3mg/kg), CRN을 각각

8mg/kg 및 4mg/kg씩 투여한 후 비장을 적출한 후 비장세포를

배양한 배양 상층액과 혈청에서 사이토카인을 분석하 다.

Th1 과 Th2 사이토카인 분석

비장세포(2×106/ml)는 anti-CD28(1μg/ml) 항체(Phar-

mingen)와 anti-CD3(1μg/ml) 그리고 collagen type II(1μ

g/ml)로 96-well Costar 접시(Corning Inc, Cambridge,

Mass, UK)에 coating된 plate에서 48시간 동안 동시 배양하

다. 그리고 IL-4와 IFN-γ는 ELISA(R&D system, USA) kit를

가지고 측정하 다. 각 well에 CIA생쥐의 비장세포 배양 상층액

100㎕씩 분주하고,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한 후 2회 완충용

액으로 세척한 다음 antibody biotin-conjugated용액을 넣고

30분간 방치하 다. 다시 2회 수세 후 완충용액으로 세척한 다

음antibody avidin-HRP conjugeted용액100㎕를처리하고1

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다시 세척하 다. TMB 기질을 100㎕

씩 분주하고 암소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100㎕의 stop 용액을

처리한후ELISA leader 450nm에서흡광도를측정하 다.

염증사이토카인 및 류머티스인자 분석

4주간 index 값을 측정 후 ethyl ether로 마취하여 심장천자

법으로 혈액을 채혈한 후 혈청을 분리하 다. 분리된 혈청에서

IL-6와 TNF-α, 그리고 RF인 총 IgG와 IgM 농도측정은 CIA

실험 후에 ELISA( Endogen, USA)로 생산량을 측정하 다. 각

well에 CIA생쥐의 혈청 100㎕(1/100 dilution)씩 분주하고, 1시

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한 후 2회 완충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antibody avidin-HRP 100㎕를 처리하고 1시간 실온에서 방치

한 후 다시 세척하 다. TMB 기질을 100㎕씩 분주하고 암소에

서 30분간 방치한 후 50㎕의 stop용액을 처리한 후 E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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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혈청내 collagen type II 항체량 측정

Collagen type II 항체의 혈청 내 농도 측정은 CIA 실험 후에

ELISA(Endogen, USA)로 항체량을 측정하 다. 각 well에

CIA 생쥐의 혈청 100㎕(1/200 dilution)씩 분주하고, 12시간 동

안 4℃ 냉장실에서 방치한 후 2회 완충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antibody biotin-conjugated를 넣고 30분간 방치하 다. 다시

2회 수세 후 완충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antibody avidin-HRP

conjugeted 100㎕를 처리하고 1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다시

세척하 다. TMB 기질을 100㎕씩 분주하고 암소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100㎕의 stop용액을 처리한 후 ELISA leader

450nm에서흡광도를측정하 다.

혈청내 간기능 측정 분석

CIA 생쥐에 4주간 약물을 처리한 후 ethyl ether로 마취하여

심장천자법으로 혈액을 채혈한 후 혈청을 분리하 다. 분리된

혈청에서 alanine transainase(ALT)와 aspartate transa-

inase(AST)를 JSCC UV method의 원리를 이용하여 생화학

자동분석기로 측정하 다.

통계처리

실험으로 부터 얻은 결과는 mean±standard error로 기록

하 고, Student's T-test를 하여 유의성 검정을 하 다.

결과 및 고찰

비장세포에서 IL-4와 IFN-γ의 함유량

CIA생쥐의 비장세포를 분리한 후 미리 anti-CD3와 anti-

CD28을 coating해 놓은 96well plate에 1×105세포를 분주하

여 48시간 배양 후 배양 상층액에서 IL-4와 IFN-γ의 함유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Fig.1의 A와 같이 IL-4는 조군에 비하여 CRN-4mg/ kg,

CRN-8mg/kg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냈고

(p<0.001), IFN-γ도 Fig. 1의 B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군에

비하여 MTX와 CRN을 4mg/kg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

를 나타냈다(p<0.001, p<0.05).

이런 결과는 Th1형의 면역질환 모델인 CIA 생쥐에서 CRN

투여로 Th2 사이토카인인 IL-4가 증가하여 Th2로 면역반응이

전환됨을 시사하며 이러한 이유로 CRN이 치료효과가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혈청 중 IgG와 IgM 및 IL-6과 TNF-α생산량

CIA생쥐의 눈에서 채혈한 후 혈청을 분리하여 RA factor인

IgG와 IgM의 혈청중 총량, 그리고 IL-6과 TNF-α생산량을 측

정하 다.

Fig. 2의 A에서와 같이 RA factor인 IgG와 IgM의 혈청중

총량을 측정한 결과, IgM RA 인자의 혈청내 함유량은 정상군에

비하여 조군은 약 2배의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또한

조군에 비하여 MTX, CRN-8과 CRN-4 투여군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p<0.01, p<0.001). 그리고 IgG RA 인자의 혈청내

함유량은 정상군에 비하여 조군은 약 10배 이상 현저하게 증

가하 고, 또한 조군에 비하여 MTX와 CRN-4 투여군에서는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p<0.01, p<0.05).

Fig. 2의 B에서와 같이 염증세포의 활성화로 분비량이 증가

되는 IL-6의 혈청내 함유량은 조군에 비하여 모두 MTX와

CRN-8과 CRN-4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 고(p<

0.001, p<0.05), TNF-α의 혈청내 함유량도 MTX와 CRN-8 투

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p<0.001)(Fig. 2). 이러한 결

과는 CRN 투여로 염증세포에 향을 주어 염증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혈청 중 항체 IgG collagen type II 항체량

CIA생쥐의 눈에서 채혈한 후 혈청을 분리하여 혈중 collagen

type II 항체량을 측정한 결과, 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현저하

게 증가되었고, MTX 투여군은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

소하 으며(p<0.05), CRN-8과 CRN-4 투여군에서는 각각

5,492±916(U/ml)과 8,758±839.1(U/ml)로 조군에 비하여

Fig. 1. Effects of MTX and CRN on lymphokine assay or specific
collagen type Ⅱ response cells in splenocytes of CIA mice.

Fig. 2. Effects of MTX and CRN on rheumatoid factor and pro-
inflammatory cytokines levels serum level in serum of CIA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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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p<0.001, p<0.01)(Fig. 3).

혈액의 간기능 분석

CIA생쥐모델에 4주 동안 MTX와 CRN-8과 CRN-4를 각각

투여하고 혈청을 분리한 후 혈청검사를 하여 부작용 및 염증 정

도를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ALT(alanine transainase)와 AST(aspartate transainase)

는 liver function test(LFT)로 조사한 결과 ALT와 AST함량

모두 MTX와 CRN-4 처리군에서는 정상군이나 조군과 차이

가 없었으나, CRN-8 투여군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

게 증가되어(p<0.001, p<0.01) 간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4). 따라서 임상적으로는 CRN을 8mg/kg 이

하 투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사이토카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비장세포에서 Th1

과 Th2 세포에서 분비되는 IFN-γ와 IL-4를 측정하여 CRN투

여로 Th1 세포에서 Th2 세포로 면역반응이 전환됨을 시사하는

것은 CRN의 치료효과로 사료된다. 또한 혈청 중에서 RA 인자

인 IgG와 IgM, 염증 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6 및 type II

bovine collagen antibody 생산량이 조군에 비하여 CRN 투

여군이 감소한 것은 CRN이 관절염의 염증 사이토카인을 억제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 등(2004)의 강활탕이 anti-collagen

IgG의 생성을 억제하여 CIA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혈청 중의 TNF-α의 감소를 초래하여 CIA에서의 강직성 골관

절염을 완화시킨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윤 등(2004)등의 활혈탕 가미가 염증 반응 및 관절염 발

생에 억제를 나타낸다는 보고 및 곽 등(2002)의 소풍활혈탕 가미

방이CIA 유발생쥐의혈청중IL-6, TNF-α분비량을 조군에

비해유의성있게감소시킨다는보고와유사한결과를얻었다.

간독성 검사(liver function test, LFT)에서 AST와 ALT의

수치는 MTX나 CRN-4는 정상군과 큰 차이가 없으나 CRN의

8mg/kg 투여군에서 수치가 높게 나와 약간의 간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CRN의 치료농도는 4mg/kg과 8mg/kg 사

이에 적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적 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동물 모델인 CIA(collagen induced

arthritisd) 생쥐에 CRN을 복강 투여하여 CIA의 발병률 및 관

절염지수 등에 한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RF(rhumatoid factor) 인자인 IgG와 IgM 생산량, 그리고

염증 사이토카인인 IL-6와 TNF-α의 생산량이 감소하 다.

사이토카인 분석결과, 비장세포에서 Th1과 Th2 세포에서 분

비되는 IFN-γ와 IL-4를 측정하여 CRN 투여로 Th1 세포에서

Th2 세포로 면역반응이 전환됨을 시사하는 것은 CRN의 치료

효과로 사료된다.

혈청 중에서 RA 인자인 IgG와 IgM, 염증 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6 및 type II bovine collagen antibody 생산량

이 조군에 비하여 CRN 투여군이 감소하여 CRN이 관절염의

염증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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