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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엽 유래 퀘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의 항염증에 대한 상승효과

목지예⋅정승일
1
⋅김장호

2
⋅장선일*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 건강관리, 1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2 : 전북테크노파크

Synergic Effect of Quercetin and Astragalin

from Mulberry Leaves on Ani-inflammation

Ji Ye Mok, Seung Il Jeong
1
, Jang Ho Kim

2
, Seon Il Jang*

Department of Health Care & Science, College of Alternative Medicine, Jeonju University,

1 : Jeonju Biomaterials Institute, 2 : Jeonbuk Technopark

The leaf of mulberry (Morus alba L) has long been used in Oriental medicine for the prevention or treatment of

several diseases.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inhibitory effects of a single compound isolated from the mulberry

leaves on inflammatory response. We are isolate a single compound of quercetin (3,3',4',5,7-pentahydroxyflavone) and

astragalin (kaempferol-3-O-glucopyranoside) from the mulberry leaves, and then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quercetin, astragalin or quercetin plus astragalin i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Each compound suppressed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NO, PGE2 and IL-6) in

LPS-stimulated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in a dose-dependent manner. Especially, the cotreatment of quercetin

(2.5 μM) and astragalin (2.5 μM) markedly suppressed the production and the express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These suppressive effects were synergistically increased by their combin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mbination of quercetin and astragalin from the mulberry leaves may be useful for therapeutic drugs against

inflammatory immune diseases, probably by suppressing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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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inflammation)은 생체의 방어기전(defense mechanism)

의 일종으로 생체가 상처나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련의 반

을 뜻한다. 생체는 기본적으로 염증작용을 통하여 발병요인

(pathogen)을 중화시키거나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시켜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하게 된다
1)

. 정상적인 생체의 염증반응

은 유익한 방어작용을 하지만, 생체기능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염증은 질병상태가 된다. 인체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질환은 염

증상태를 동반하게 되는데, 그 증후는 조직의 손상, 통증 및 가려

움증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

과를 초래한다2).

일반적으로 생체의 염증작용은 조직의 손상에 따른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에 의하지만, 생체내의 편향된 면역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염증 매개물질에 의하여 그 반응이 가속된다. 즉, 일산화

질소(nitric oxide, NO), 프로스타글란딘E2(prostaglandin, PGE2)

및 사이토카인(cytokines)은 주요 염증 매개물질로 알려졌다
3-5)

.

NO는 소량의 상태에서는 신경전달과 혈관확장 등 정상적인

생체반응을 조절하지만, 유도성 NO 합성효소(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에 의해 과도하게 형성되면 염증반응을 더

욱 악화시킨다3). 또한 PGE2도 장기나 체액 속에 널리 분포하면

서 극히 미량으로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하지만, 과량 생산될 경

우 염증반응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4)

. 더불어

interleykin-6 (IL-6)는 면역 생리적으로 T-세포의 활성과 B-세포

의 분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체내에 과량 존재할

경우 류마티스관절염(rheumatoid arthritis)과 캐슬만씨 병

(Castleman’s disease) 등 과 같은 일련의 만성염증성 질환과 관

계있다6,7). 그러므로 인체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염증 매개물

질을 억제하는 약물의 발굴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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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상엽(Mulberry leaves)은 뽕나무(Morus alba L.)

의 잎으로 상백피(뽕나무 뿌리 껍질)와 상실(오디)과 함께 한국

과 중국에서 고지혈(hyperlipidemia)
8,9)

, 고콜레스트롤

(hypercholesteremia)9,10)과 당뇨병(diabetes mellitus)8,11,12) 등 인

체질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상엽은 퀘세틴

[3,3',4',5,7-pentahydroxyflavone (quercetin)]과 아스트라갈린

[kaempferol-3-O-glucopyranoside (astragalin)]과 같은 플라보노

이드(flavonoids) 계열 화합물을 풍부하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13)

. 쿼세틴
14,15)

과 아스트라갈린
16,17)

은 항염증 및 항알레

르기, 피부염 경감 등 각각의 생물학적 효과가 잘 알려진 물질이

지만, 상엽을 비롯한 다른 약용식물 및 식품으로부터 유래된 이

들 물질을 동시에 사용하여 항염증에 대한 효능을 검증한 연구

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엽으로부터 쿼세틴과 아

스트라갈린을 분리하여 구조를 동정하고 각 물질에 대한 항염효

과를 검증한 후 이들 두 가지 물질을 동시에 사용하여 항염에 대

한 상승작용을 연구한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

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시약

Interleukin-6 (IL-6), 및 prostaglandin E2(PGE2) ELISA

assay kit은 R&D Systems사 (Minneapolis, USA)로부터 구입하

였다. Lipopolysacchride (LPS), anti-iNOS, anti-COX-2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사(California, USA)로부터 구입하였으

며, 기타 사용된 모든 시약은 분석 등급으로 Sigma-Aldrich사

(Louis,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상엽의 준비

상엽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만덕산에서 5월 30일에 채

취하여 우석대학교 김홍준 교수에게 의뢰하여 동정한 후 음지에

서 잘 건조하여 그 표본(#2011-011)은 전주대학교 피부과학 연구

실에 보관하였다. 플라보노이드 계열 화합물을 분리 동정하기 위

해서 건조된 상엽은 분쇄기로 분말화하여 사용하였다.

3) 실험동물

5주령의 수컷 Balb/c계 마우스는 Orient Bio Inc.(익산, 대한

민국)에서 구입하였고, 1주일 동안 사육환경에 적응 시킨 후 실

험에 사용하였다. 마우스는 낮과 밤의 주기를 12시간씩 고정하여

사료(중앙실험동, 서울, 대한민국)와 멸균된 물을 자유롭게 공급

하였고, 온도와 습도를 각각 22±1℃, 60±5% 로 유지하면서 사육

한 후 전주대학교 실험동물위원회의 실험 규정에 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방법

1) 상엽으로부터 생리활성 물질의 분리 및 구조 동정

잘 건조된 상엽 분말을 700 g을 80% methanol로 50℃에서

4시간씩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수용상에서 감압농축하

여 메탄올 엑스 약 67 g을 얻었으며, 이 메탄올 추출물을 증류수

에 현탁시키고 동량의 n-hexane, methylene chloride, ethyl

acetate 및 n-butanol의 순으로 용매 분획하여 13.2 g, 1.48 g, 1.32

g, 및 6.31 g의 분획물을 각각 얻었다. 이중에 ethyl acetate분획

물 (1.2 g)을 Sephadex LH-20와 메탄올로 column

chromatography (35 × 3.0 cm)를 실시하여 TLC(silica gel

60F254, 전개용매; toluene- ethyl acetate-formic acid=5:4;1, v/v)

패턴에 따라 6개의 분획 (E1-E6)으로 나누었다. 이 중 주요 반점

(spot)을 나타낸 E4에서 물질분리를 시도 하였다. E4 (467 mg)를

silica gel과 CHCl3:MeOH: H2O (90:20:1)의 혼합용매로 column

chromatography (17 × 2.5 cm)를 실시하여 8개의 소분획

(E41-E48)으로 나누었다. 이중에서 E44 (23 mg)를 분취용고속크

로마토그래피(prep-HPLC)를 GS310 column과 MeOH를 이용하

여 화합물 1(8.4 mg)을 얻었다. 또한 E42 (78 mg)를 분취용고속

크로마토그래피(prep-HPLC)를 GS310 column과 MeOH를 이용

하여 화합물 2 (18.7 mg)을 얻었다. 각각의 분획물은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spectroscopy 분석을 통하여 분리정

도 및 혼합물 내에 존재하는 화합물의 종류를 예측하고, 경우에

따라 기지물질을 확인 할 수도 있음. 천연물질의 구조 분석은

Electron-Impact Mass spectrometry (EIMS), Electr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ry(ESIMS) 및 NMR Spectrometer 등

을 이용하였다.

2) 복강대식세포 분리 및 약물 처리

건강한 수컷 마우스에 티오글리콜레이트 배양액(Brewer's

thioglycollate broth) 2 mL을 주사기를 사용하여 복강내로 주입

하고 3일 후 마우스를 후경골탈추법으로 즉사시킨 다음 헤파린

(5U/mL)이 첨가된 HBSS 10 mL를 복강에 주입하고 복강을 잘

마사지하였다. 마사지 후 26케이지 10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

강으로 유입된 세포를 얻은 후 2회 원심 세척하였다. 분리된 세

포는 10% FBS와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이 첨가된 RPMI

1640 배지에 부유시켜 배양접시에 접종한 후 37℃와 5% CO2가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그 후 대식세포외

다른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냉각 HBSS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세척하였다. 부착된 마우스 복강 대식세포는 10% FBS와 1% 페

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이 첨가된 RPMI 1640 배지에 접종한 후

쿼세틴과 이스트라갈린을 각각 mL당 1-10 μM을 처리하였거나

또는 mL 당 2.5 μM 씩 쿼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을 동시에 처리하

고 2시간 경과한 후 LPS(1μg/mL)로 자극한 다음 12-48 시간 동

안 배양하여 세포는 염증성 매개물의 단백질 발현에 사용하였고,

상층액은 NO, PGE2와 IL-6 함량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3) NO 측정

NO의 기질인 L-arginine은 L-Citrulline과 NO로 변하는데,

이는 빠르게 안정된 이산화질소, 아질산염, 질산염으로 변한다.

그리스 시약 (Griss reagent: 0.5%의 설파닐아미드, 2.5%의 인산

및 0.5%의 나프틸에틸렌아민)은 아질산염과 화학반응하여 보라

색의 아조염을 형성하고 이것은 일산화질소의 농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아조염의 농도로부터 아질산염의 농도를 측정하여 540

nm에서 그 최대 흡수정도를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 즉, 96 well

플라스크에 100 μL의 그리스 시약을 주입하고, 여기에 48시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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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된 대조군과 실험군의 복강대식세포 상층액을 각각에 100 μ

L씩을 첨가한 후 그 혼합물을 37℃에서 10분간 배양하였다. 그

샘플의 빛의 흡수는 Spectrophotometer(MD, U.S.A.)로 540 nm

에서 측정하였다. 아질산산염의 농도 정도는 아질산염의 표준커

브로부터 계산하였다.

4) ELISA 측정

IL-6와 PGE2의 생성능 측정은 대조군과 실험군의 복강대식

세포를 24시간 배양 후 상층액을 얻어 IL-6와 PGE2에 대한

ELISA kit를 활용하여 제조회사인 R&D사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5) Western blot

대조군과 약물 및 LPS가 처리된 18시간 배양한 각 세포를

용해한 다음 단백질을 블레드포드 방법에 따라 정량하고 50 μg

을 10% SDS-PAGE로 분리한 다음 transfer solution(20%

methanol, 25 mM Tris, 192 mM glycine, pH 8.3)을 이용해

nitrocellulose membrane에 분리된 단백질을 전사 시켰다. 비 특

이반응을 제거하기 위해서 5% 비지방 skim milk가 함유된 TTBS

로 4℃에서 2시간 이상 충분히 흔들면서 방치하였다. 그 후 TBS

로 3회 세척하고 anti-iNOS 또는 anti-COX-2을 1: 1,000으로 희석

하여 주입한 후 3 시간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다음 충분히 세척

하고 horse radish peroxidase가 부착된 anti-goat IgG(1 : 2,000)

을 주입하고 1 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Membrane은

TBS로 충분히 세척하고 통상적인 ECL방법으로 발색시켰다.

6) RT-PCR

IL-6 코딩하는 유전자들의 전사를 억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RT-PCR을 수행하였다. 즉, 1mM dNTPs, 1.75 U/μL RNAse 억

제제, 2.5 U/μL의 M-MLV 역전사 효소, 25 U/μL의 올리고(dT) 프

라이머[IL-6는 5'-ATGAAGTTCCTCTCTGCAAGGA CT-3'(sense)와

5'-CAC TAGGTTTGCCGAGTAGATCTC-3‘; 대조군으로서

GAPDH는 5'-TCCATGACAACTTTGGCATCGTGG -3'(sense),

5'-GTTGCTGTTGAAGTCACAGG AGAC-3'(antisense)], 대식세포에

서 추출된 25 ng RNA, 5mM MgCl2 및 PCR 완충액(5 mM KCl; 10

mM Tris-HCl pH 8.3)을 함유하고, 전체 부피 20 μL을 갖는 역전사

반응 혼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역전사 반응 혼합액은 상온에서

10분 동안 배양한 후, 써말 사이클러(thermal cycler)를 이용하여 역

전사 반응을 수행하였다. 역전사 반응조건은 42℃에서 60분, 94℃에

서 3분으로 하였다. 마지막 사이클은, 94℃에서 45초, 60℃에서 45

초, 및 72℃에서 10분간 더 반응시켰다. 기대한 생산량에 따라서, 약

0.05 내지 0.2 볼륨의 RT-PCR 반응 산물은 2.5% 아가로스겔에서 전

기영동한 후,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로 염색하고, UV를 이용하여 증

폭을 확인하였다.

7) 통계처리

모든 실험값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했으며, 통계분석은

ANOVA와 Student’s t-test로 처리했으며, 유의성 한계는 p<0.05

로 정하였다.

결 과

1. 상엽으로부터 얻은 화합물 Qucetin과 Astragalin의 구조동정

상엽으로부터 분리된 화합물 1은 Molish test와 flavonoid

정색반응인 FeCl3, Mg-HCl, Zn-HCl에 양성(+)을 나타내었다.
1
H-NMR 스펙트럼에서 aromatic 영역에서 δ 7.74 (1H, d, J = 2.4

Hz), δ 6.87 (1H, d, J = 2.4 Hz), δ 6.87 (1H, d, J = 8.6 Hz) 및

δ 7.64 (1H, dd, J = 8.6, 2.4 Hz)에서 B환의 H-2', H-5' 및 H-6'에

기인하는 피이크로 H-5'는 이웃한 수소(proton)과 meta (J = 2.4

Hz) 및 ortho coupling (J = 8.8 Hz)하는 각각 2H에 해당하는 2개

의 proton 피이크가 관찰되다. 이러한 결과로 B환의 구조가 ABX

system 구조를 갖고 있는 catechol 구조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C환과 관련된 수소의 signal은 관찰되지 않아 flavonol계열

화합물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13C-NMR 스펙트럼에서 δ 136.1과

146.8의 signal은 각각 C-3와 C-2로 flavonol 화합물의 특징이다.

δ 147.6 과 δ 145.1은 B환의 C-4'와 C-3'로 OH(수산기)이 결합되

어 있는 catechol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A환의 C-8와 C-6은 각

각 δ 94.1과 δ 98.1에서 나타나며 OH(수산기)이 결합된 C-5, C-7

및 C-9는 각각 161.3, 164.4 및 157.1에서 나타나 전형적인

phloroglucinol A환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와 진은

영 등
18)
의 자료와 비교하여 화합물 2는

3,3',4',5,7-pentahydroxyflavone인 quercetin으로 구조를 규명하

였다(Fig. 1A).

또한 상엽으로부터 분리된 화합물 2는 Molish test와

flavonoid 정색반응인 FeCl3, Mg-HCl, Zn-HCl에 양성(+)을 나타

내었다. 1H-NMR 스펙트럼에서 aromatic 영역에서 δ 8.04과 6.88

에서 ortho coupling ( J=8.8 Hz)하는 각각 2H에 해당하는 2개의

proton peak가 관찰되었으며, δ 6.38과 6.19에서는 meta

coupling (J=2.0Hz)하는 각각 1H에 해당하는 signal이 관찰되었

다. 이상의 결과로 화합물 2는 kaempferol 골격인 flavonoid 화

합물로 추정되었으며 δ 5.24에서 anomeric proton (J=7.6Hz)으로

추정되는 peak가 관찰되었고, 13C-NMR 스펙트럼에서 glucose

에 해당하는 δ 62.6의 methylene peak를 비롯하여 104. 1 (C-1"),

78.4 (C-3"), 87.1 (C-5"), 75.7 (C-2"), 71.4 (C-4")의 5개의 peak가

관찰되었다. 이상으로 화합물 1의 구조는 kaempferol glycoside

로 추정하고 기존 문헌
19,20)

에 발표된 자료와와 비교하여

kaempferol-3-O-glucopyranoside (astragalin)으로 확정하였다

(Fig. 1B).

Fig. 1. Chemical structure of quercetin (3,3',4',5,7-pentahydroxyflavone)

and astragalin (kaempferol-3-O-glucopyranoside) from mulberry

(Morus alba L.) leaves.

2. 쿼세틴과 아스트라갈린 각각의 화합물이 염증매개물 생성에

미치는 영향

상엽으로부터 분리된 쿼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이 염증매개물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화합물을 1-20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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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로 복강대식세포에 처리하고 2시간 후에 LPS(1 μg/mL)로 자

극하여 24시간 배양한 다음 세포 상층액을 분리하여 NO, PGE2

와 IL-6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2와 같이 NO, PGE2와 IL-6

등 염증 매개물이 쿼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억제되었다. 즉, 낮은 농도(1 μM)의 퀘세틴과 이스트라갈린은 염

증매개물 생성에 대한 억제 효과가 없었지만, 농도가 높을수록

염증매개물 억제효과는 뚜렷하였다. 더불어 화합물간의 효과는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퀘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의

염증매개물 생성에 대한 상증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

해서 각각의 화합물을 처리할 경우에 농도를 5 μM로 정하였고,

이들 두가지 화합물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화합물

농도를 2.5 μM로 정하여 실험하였다.

Fig. 2. Inhibitory effects of quercetin (QC) or astragalin (AG) on the

production of LPS-induced inflammatory mediators in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Cells (1×106/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1-10 μM of quercetin or astragalin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 (1 μg/mL) for 24 h (levels of PGE2 and IL-6) or 48 h (level of NO). Levels

of inflammatory mediators were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 NO, (B) PGE2, and (C) IL-6.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01)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non-treated control group. *p<0.05, **p<0.01, or ***p<0.01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LPS-treated control group.

3. 염증매개물 생성 억제에 미치는 쿼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의 상

승작용

퀘세틴은 한약제 및 식품에 사용되는 야채류에서 비교적 많

은 함량으로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화합물이지만, 아스

트라갈린은 상대적으로 적은 량이 발견되는 화합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Fig. 2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염증매개물 억

제에 효과적인 가장 낮은 농도를 선택하여 이들 화합물을 동시

에 복강대식세포에 처리한 후 염증매개물에 대한 억제작용을 실

험하였다. 그 결과 Fig. 3과 같이 NO, PGE2와 IL-6 등 염증 매개

물 생성이 쿼세틴(2.5 μM)과 아스트라갈린(2.5 μM)을 동시에 처

리할 경우 각각의 화합물 5.0 μM을 처리하였을 때보다 우수한

억제효과가 있어 화합물간의 상승작용이 뚜렷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쿼세틴(2.5 μM)과 아스트라갈린(2.5 μM)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 염증매개물 생성 억제에 미치는 쿼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의

상승작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NO 유도분자인 iNOS와 PGE2 생

성 유도분자인 cyclooxygenase-2 (COX-2)의 단백질 발현을

western blot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6의 DNA 발현을

RT-PCR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Fig. 4와 같이 iNOS와 COX-2

단백질 분자발현은 쿼세틴(2.5 μM)과 아스트라갈린(2.5 μM)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 각각의 화합물 5.0 μM을 처리하였을 때보다

우수한 억제효과가 있어 화합물간의 상승작용이 뚜렷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Fig. 5와 같이 IL-6 DNA 발현도 쿼세

틴(2.5 μM)과 아스트라갈린(2.5 μM)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 각각

의 화합물 5.0 μM을 처리하였을 때보다 우수한 억제효과가 있어

화합물간의 상승작용이 뚜렷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Fig. 3. Synergic effect of co-treatment of quercetin (QC) and

astragalin (AG) on the productions of LPS-induced inflammatory

mediators in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Cells (1×106/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5 μM of quercetin or astragalin and quercetin (2.5 μM)

plus astragalin (2.5 μM)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 (1 μg/

mL) for 24 h (levels of PGE2 and IL-6) or 48 h (level of NO). Levels of inflammatory

mediators were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 NO), (B)

PGE2, and (C) IL-6.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01)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non-treated control group. *p<0.05, **p<0.01, or ***p<0.01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the LPS-treate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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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ynergic effect by co-treatment of quercetin (QC) and

astragalin (AG) on LPS-induced iNOS and PGE2 expression in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Cells (1×106/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5 μM of quercetin or astragalin and quercetin (2.5 μM) plus astragalin (2.5

μM)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 (1 μg/mL) for 18 h. Western

blot was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B) PGE2.

Fig. 5. Synergic effect by co-treatment of quercetin (QC) and

astragalin (AG) on LPS-induced IL-6 gene expression in murine

peritoneal macrophages. Cells (1×106/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5
μM of quercetin or astragalin and quercetin (2.5 μM) plus astragalin (2.5 μM) for

2 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 (1 μg/mL) for 12 h. RT-PCR was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고 찰

퀘세틴은 한약제와 채소류에 다량 함유된 물질로 항암, 항염

증 및 항알레르기, 피부염 경감 등 각각의 생물학적 효과가 잘

알려져 있고
14,15)

, 아스트라갈린은 감잎을 비롯한 한약제 등 대부

분의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알레르기, 피부염 경감 등

효과가 우수한 물질로 각각의 생물학적 효과가 우수하지만, 소량

함유되어 있어 이 화합물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6,17).

상엽(Mulberry leaves)은 상백피와 상실과 함께 플라보노이

드 계열인 퀘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을 다른 천연물에 비해 비교적

많은 량을 함유하고 있다9). 지금까지 상염 유래 퀘세틴은 고지혈

(hyperlipidemia)8,9), 고콜레스트롤(hypercholesteremia)9,10)과 당

뇨병(diabetes mellitus)
8,11,12)

등에 효과적인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지만, 함염증 직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상

엽유래 아스트라갈린 은 구조규명과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 항염증 작용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엽으로부터 플라보노이드 계열인 퀘세

틴과 이스트라갈린을 분리하여 구조를 동정한 후 Balb/c 마우스

복강대식세포를 대상으로 항염증 작용에 대한 효과를 실험하였

다. 그 결과 퀘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은 염증매개물인 NO, PGE2

와 IL-6를 농도에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다(Fig. 2). 특히 퀘세틴과 아스트라갈인이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

는 최소 농도인 2.5 μM을 선택하여 동시에 복강대식세포에 2시

간 동안 전치리하고 LPS로 자극하였을 때, 이들 약물의 두배 농

도인 5 μM 농도로 각각 처리하였을 때보다 NO, PGE2와 IL-6의

생성이 현저히 억제되는 상승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약물

이 최대로 효과를 나타내는 농도인 20 μM 보다 우수하였다(Fig.

4).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처음 발견한 것으로 퀘세틴과 아

스트라갈린을 동시에 소량 사용하여도 그 효과는 극대화를 유도

할 수 있어 향후 인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효과를

높을 수 있는 후보 약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염증반응은 활성화된 면역세포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면역반응으로 면역세포가 세균,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미

생물 및 생체의 이물질 등 외부물질에 노출되면, 면역세포가 활

성화되고, 활성화된 면역세포에서 염증반응에 원인이 되는 많은

인자를 분비하게 됨으로써 염증반응을 가속 시킨다21). 이러한 인

자 중 NO는 높은 반응성을 가진 생체 생성분자로써, NO

synthase (NOS)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생성된다. NO는 신

경전달, 혈관의 이완 및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에 관여하는데, 특

히 대식세포가 LPS로 자극될 때 iNOS가 발현되어 많은 양의

NO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많은 양의 NO는 염증반

응 매개물질의 역할을 하게 된다3). 또한 LPS 자극에 의한 활성화

된 대식세포는 IL-6
22)
와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과 PGE2

유도 분자인 COX-223)와 같은 염증 매개물질을 과량 생산하게 된

다. 이와 같이 염증 매개물질이 과량 생산되면, 과도한 면역반응

을 야기하게 되고 이로써 각종 인체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NO, PGE2 및 IL-6와 같은 염증 매개물질을 억제하

는 물질을 발견한다면, 각종 면역질환 및 인체질환의 치료에 중

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Sakakibara 등25)과 Arabbi 등26)에 따르면, 상엽은 퀘세

틴의 함량이 100 g 당 367 mg이 포함되어 있어 양파보다도 10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아스트라갈린도 100 당 200 mg이

함유되어 있어 다른 천연물에 비해 유효성분 함량이 높아 염증

관련 인체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 매우 우수한 소재가 될 것으

로 사료된다. 더불어 상엽은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ase와 quinone reductase 등과 같은 항산화 효소를 유도

하는데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고지혈(hyperlipidemia)8,9), 고콜

레스트롤(hypercholesteremia)
9,10)

과 당뇨병(diabetes

mellitus)8,11,12) 등을 억제하는데 우수한 효과가 있어 그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상엽 유래 퀘세틴 또는 아스트

라갈린는 NO, PGE2 및 IL-6와 같은 염증매개물을 억제하는 효과

가 있을 뿐만 아니라 퀘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을 동시에 처치할

경우 저농도에서 상기의 염증매개물을 억제하는 우수한 상승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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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있어 염증관련 인체질환에 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상엽으로부터 퀘세틴과 이스트라갈린을 분리하여

구조를 규명한 후 이들 화합물이 항염증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Balb/c 마우스 복강대식세포를 대상으로 쿼

세틴 또는 아스트라갈린 그리고 쿼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을 동시

에 2시간 동안 처리한 후 LPS로 자극하여 NO, PGE2와 IL-6의 생

성과 관련 분자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퀘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은

농도에 의존적으로 NO, PGE2와 IL-6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약물이 염증매개물을 억제하는 최소 농도

인 2.5 μM을 선택하여 동시에 복강대식세포에 처리하고 상기의

염증매개물의 생성과 관련 분자의 발현을 조사한 결과 각 약물

이 최대로 염증매개물을 억제하는 농도인 20 μM 보다 현저히 억

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엽 유래 퀘

세틴 또는 아스트라갈린는 NO, PGE2 및 IL-6와 같은 염증매개물

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퀘세틴과 아스트라갈린을

동시에 처치할 경우 그 작용이 상승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어 이

들 약물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 염증관련 인체질환 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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