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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polysaccharide로 유도된 RAW264.7 세포에서

MAPK에 의한 홍삼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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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2 (COX-2) are important inflammatory mediators

implicated in pathogenesis of inflammation and certain types of human cancers.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whether Red Ginseng (RG) could modulate IκB-kinase, iNOS and COX-2 gene expression and immune

responses in RAW 264.7 macrophages stimulated with lipopolysaccharide (LPS). RG extract suppressed the

expression of LPS-induced IκB, iNOS, COX-2, and immune responses in a dose-dependent manner. It also showed

an anti-inflammatory effect by inhibiting NF-κB immune response induced by LPS treatment. Inhibitory effect of RG on

LPS-induced inflammation was mediated by suppressed phosphorylation of ERK, JNK and p38 through the regulation

of the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pathway leading to a decreased production of NO, iNOS, COX-2 and

NF-κB. The results implied the role of RG as an inflammation regulator and its possible application for curing

inflamm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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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감염이나 생체 내 대사산물 중의

자극성 물질에 대한 생체 방어반응이다. 계통 발생론적으로 가장

오래된 방어기전의 하나인 염증반응에는 cytokines, prosta-

glandin E2 (PGE2), lysosomal enzyme, free radicals 등 다양한

매개물질이 관여한다. 외부 자극에 의한 대식세포 염증반응에서

는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와 같은 전염증성 cytokine의

발현이 유도되고,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와

cyclooxygenase-2 (COX-2) 유전자의 발현을 자극하여 nitric

oxide (NO) 및 PGE2 등의 염증인자가 생성된다
1,2)

. 일반적으로

iNOS에 의한 NO의 생성은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종양을 제거하

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이들 염증 매개인자들

(iNOS, COX-2, TNF-α, IL-6 등)은 활성화 된 Nuclear Factor

Kappa B (NF-κB)에 의해 전사가 촉진 되며
4)

이로 인해 NO가

필요이상으로 생성되면 shock에 의한 혈관확장, 염증반응에 의

한 조직손상 유발, mutagenesis, 신경조직의 손상 등을 일으킨다
5,6)

. 또한, COX-2가 과발현 될 경우에도 과생성된 PGE2에 의해

발열, 통증 및 염증반응이 유도된다7).

대식세포는 혈액 단핵세포로부터 분화한 조직 세포로 염증

반응에서 방어적 역할을 담당한다. Lipopolysaccharide (LPS)는

대식세포 표면의 TLR (Toll-like receptor)를 자극하여 하부 세포

신호전달경로인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의 활

성화를 유도한다
8)

. 활성화된 신호전달경로는 pro-inflammatory

cytokines,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s (PGs)와 같은 여러

가지 염증성 매개인자들의 발현을 유도한다9).

인삼 (人蔘)의 기원은 산삼에서 유래한 우수한 효능과 수요

의 증가에 따라 인위적으로 종자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대한약전에 의하면 인삼은 두릅나무과 (Araliaceae)의

다년생 초본인 인삼 (Panax ginseng C.A. Meyer)의 뿌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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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는 뿌리와 코르크층을 제거한 것으로 건강 유지는 물론

다양한 질병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10). 홍삼은 대

한약전에 한약명 (紅蔘, Ginseng Radix rubra)과 영명 (Red

Ginseng)을 각각 인삼과 구분하여 표기하며, 기원식물인 인삼 뿌

리를 찐 것으로 규정하였다. 홍삼의 여러 가지 효능 중 항암효과

는 많은 연구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11)

.

인삼은 예로부터 不老, 長生, 益氣, 經身의 명약으로 구전되

어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다12). 전통적 방식인 증숙과

정을 통해서 얻어진 홍삼은 백삼에 비하여 유용 사포닌이 더 많

아 인삼의 효능을 증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3). 현재까지 알려진

인삼의 효능에는 항산화14), 항균15), 항염16) 작용이 있으나, 이는

사람마다 각각의 차이가 있다. 홍삼은 혈액순환 개선, 암발생 억

제력, 감염 방어 작용17) 및 면역력 증대18)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홍삼의 항염증 기전 연구에서 NF-κB19)를 통한

항염증 효능 보고는 있으나 또 다른 주요항염증 기전인 MAPKs

를 통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홍삼이 LPS로 자극된 RAW 264.7 대식세포

의 NO와 PGE2의 생성량, iNOS, COX-2의 발현 및 TNF-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염증매개물질의 발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NF-κB와 MAPKs의 변화를 확인하여 홍삼의

염증 억제효과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홍삼의 추출, 농축, 건조 과정

홍삼은 홍삼근과 홍삼미를 (주)동경종합상사로부터 구입하

였으며, 각 1:1 비율로 혼합한 홍삼 200 g (홍삼근 100 g, 홍삼미

100 g)을 분쇄한 다음 70% 에탄올 500 mL를 가하고 70∼80℃에

서 한 시간씩 3회 환류추출을 실시하였다. 추출물 여과는 5 μm

의 막공 크기를 갖는 filter paper (ADVANTEC, 110 mm)를 이

용하여 감압 여과하였다. 여과액은 최종 고형분 함량이 50%가

될 때까지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1000)를 이용

하여 진공도 700 mmHg, 50∼60℃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이 후

농축액은 -70℃ 초저온 냉동고에서 동결 후 동결건조기 (EYELA,

FDU-2100)로 건조한 분말상태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 건조 수율

- 건조 분말: 59.81 g,

- 건조 수율: 추출 건조 분말 59.81/원물 200 g (홍삼근 100 g. 홍

삼미 100 g) × 100 = 29.91%

2. 시약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은 Hyclone

(Bremen, Germany)에서 구입하였고, fetal bovine serum (FBS)

은 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로부터, penicillin 및

streptomycin은 Gibco/BRL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

하였다. Anti-iNOS monoclonal antibody는 Calbiochem (San

Diego, CA, USA)에서, Anti-β-actin monoclonal antibody는

Sigma Aldrich Co. 로부터 구입하였다. Anti-NF-κB p65,

anti-COX-2, anti-IκBα, 그리고 anti-phospho-IκBα monoclonal

antibody와 p-ERK mouse monoclonal antibody, ERK rabbit

polyclonal antibody, Lamin A/C goat polyclonal antibody, 그

리고 peroxidase-conjugated secondary antibody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부터 구입하였다.

p-P38 Rabbit antibody, p-SAPK/JNK rabbit antibody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사에서 구입하였으며,

JNK/SAPK mouse antibody는 BD Biosciences (Franklin Lakes,

NJ,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3-(4,5-dimethyl 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ulfanilamide, lipopoly-

saccharide (LPS) 시약들은 Sigma Aldrich Co.에서 구입하였다.

3.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한 마우스 대식세포주 RAW 264.7 세포는

ATCC (Rockville, MD, USA)로부터 구입했으며, DMEM에 10%

FBS, 100 U/mL penicillin 및 100 μg/mL streptomycin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조건하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의

증식에 따른 과밀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일마다 계대 배양

하였다.

4. 세포 증식율 검증

RAW 264.7 세포는 96 well plate에 5×105 cells/mL로 분주

하고 24시간 동안 세포를 안정시킨 후, 시료(RG)를 농도별 (0.1,

1, 10, 100 μg/mL)로 처리하여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LPS (1 μg/mL)를 처리하여 20시간 동안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한 다음 세포 배양액을 교환하고 MTT를 1 mg/mL 농도로

처리하여 2시간 배양 하였다. 상등액을 제거하고 DMSO 150 μL

를 첨가하여 생성된 formazan crystals을 용해시킨 후 ELISA

microplate reader (TECA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570 nm 파

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구하였다. 세포의 생

존율은 대조구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5. Nitric oxide (NO) 생성 및 정량

RAW 264.7 세포를 60 mm dish에 1×106 cells/mL로 세포를

분주하고 24 시간 동안 안정시킨 후 RG를 농도별 (0.1, 1 및 10

μg/mL)로 1 시간동안 처리한다. LPS (1 μg/mL)를 첨가하여 24

시간 배양 후 배양액을 수집하고 원심분리 (10,000x g, 3 분) 후

상등액 100 μL를 취해 정량하였다. 96 well plate에 상기 배양액

100 μL와 Griess reagent (1% sulfanilamide in 5% phosphoric

acid + 1% α-naphthyl amide in H20) 15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

서 5 분간 반응시킨 후 540 ㎚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ium nitrite (NaNO2)를 이용한 표준곡

선으로 NO의 농도를 산출하였다.

6. TNF-α 및 PGE2의 생성량 측정

RAW 264.7세포를 60 mm dish에서 1×106 cells/mL로 분주

하고 24시간 동안 세포를 안정시킨다. RG를 농도별 (1, 5, 10, 50

μg/mL)로 1시간 동안 처리하고 LPS (1 μg/mL)를 첨가 하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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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수집하여 원심분리 (10,000x g, 3 분)

하여 확보한 상등액을 TNF-α 및 PGE2 ELISA Kits (Pierce

Endogen, IL,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7. 핵 분획 제조

세포를 PBS로 2 회 세척하고 microtube에 넣은 후 12,000x

g로 5 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을 제거한 세포 침전물에

hypotonic buffer[10 mM HEPES (pH 7.9), 10 mM KCl, 0.1 mM

EDTA, 0.5% Nonidet P-40, 1 mM DTT, & 0.5 mM

phenylmethylsulfonylfluoride (PMSF)] 200 μL를 넣고 10 분 간

얼음위에 놓은 후, 15,000 g로 5분간 원심분리한다. 상등액을 제

거한 침전물에 20 mM HEPES (pH 7.9), 400 mM NaCl, 1 mM

EDTA, 10 mM DTT, 1 mM PMSF를 함유한 high-salt buffer 50

μL를 넣어 10 분마다 vortex하며 40 분간 얼음위에 방치한 다음,

16,000x g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핵 분획이 포함된 상등액을

실험에 이용하였다.

8. Immunoblot analysis

각각의 시료를 처리한 RAW 264.7 세포를 원심분리하고

PBS로 세척한 다음 Lysis buffer [50 mM HEPES(pH 7.4), 150

mM NaCl, 1% deoxycholate, 1 mM EDTA, 1 mM PMSF, 1 μ

g/mL aprotinin]하에서 4℃, 30 분 처리한다. 원심분리 (10,000x

g에서 10 분)하여 debris를 제거한 후 확보한 용해액의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동량의 세포용해액은 5× sample buffer와 혼합하고

95℃에서 5 분간 끓인 후 SDS-PAGE를 시행하였다. 전기영동 후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상에 이동시키고, 상온

blocking buffer (5% skim milk)하에서 2 시간동안 반응시켰다.

항 COX-2, iNOS, NF-κB, IκBα, p-IκBα, p-ERK, ERK, p-JNK,

JNK, p-p38, p38, 그리고 actin 항체는 1:1000으로 희석하여 4℃

에서 12 시간 반응 후 TBS-T로 세척하고 horseradish peroxidase

가 conjugation된 2차 항체로 1 시간 반응시켰다. TBS-T로 30 분

간 세척 한 후, ECL kit (Amersham, GE healthcare, UK)를 사용

하여 FluorChemImaging System (Cell Biosciences, USA)으로

detection 하였다.

9. 통계분석

각 실험결과를 mean±S.D.으로 표기하였고, 통계학적 분석

은 SPSS program (SPSS version 14.0)의 ANOVA 분석과

independent t-test를 수행하여 p값이 0.05이하인 경우를 통계학

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RG 추출물 농도에 따른 세포 생존율

RAW 264.7 세포에 LPS를 처리한 다음, MTT assay 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여 홍삼 농도별(0.1, 1, 10 및 100 μg/mL) 세포독

성을 비교 하였다(Fig. 1). 실험 결과 홍삼 추출물 농도가 10 μ

g/mL 까지는 생존율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00 μg/mL에

서는 급격한 세포생존율 저하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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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Red Ginseng extract on the viability of RAW 264.7

cell treated with LPS. Values represent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01.

2.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

RAW 264.7 세포에 LPS를 처리하여 유리된 NO 생성량과

홍삼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실험구의 NO 생성량을 비교 하

였다(Fig. 2). 홍삼 농도별 (10, 1 및 0.1 ug/mL) NO 생성 억제활

성은 각각 91, 57.6 및 45.6% 이었다. 이 결과는 홍삼이 우수한 항

염작용을 가진 약재라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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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Effect of Red Ginseng treatment on NO production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Values represent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3. 홍삼추출물이 PGE2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RAW 264.7 세포에 LPS 를 처리하였을 때 유리된 PGE2 생

성량과 홍삼 추출물 처리구의 PGE2 생성량을 비교하였다. RG

농도별 (0.1, 1 및 10 μg/mL) PGE2 생성 억제활성은 각각 3.7,

11.2 및 22.6% 이었다(Fig. 3).

4. COX-2와 iNOS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홍삼의 NO와 PGE2 생성 억제효과가 iNOS와 COX-2의 발현

조절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western blot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iNOS와 COX-2 단백질

발현이 LPS 처리구에서는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RG를 50 μg/

mL과 10 μg/mL로 처리한 세포주에서는 감소하였다(p<0.001).

전반적으로 COX-2와 iNOS 발현이 RG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

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NO와 PGE2 생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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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홍삼 추출물의 억제효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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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Red Ginseng extract on LPS-induced PGE2

production in RAW 264.7 cell. Values represent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01 compared with vehicle-treated control;

*p<0.05, **p<0.01 compared with LPS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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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Red Ginseng extract on LPS-induced iNOS

(A) and COX-2 (B) expression in RAW 264.7 cells. Values represe

nt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01 compared with vehicl

e-treated control; **p<0.01, ***p<0.001 compared with LPS alone.

5. TNF-α의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홍삼추출물의 항염증효과는 LPS로 유도된 RAW 264.7 세포

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조사하였다. 본

실험은 LPS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 홍삼 추출물을 농도별

로 처리한 다음 사이토카인의 농도를 측정하였다(Fig. 5). 실험

결과는 LPS에 의해 유도된 TNF-α의 생성량은 홍삼 추출물에의

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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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Red Ginseng extract on LPS-induced TNF-α 

production in RAW 264.7 cell. Values represent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1 compared with vehicle-treated control; *p<0.05

compared with LPS alone.

6. NF-kB 발현에 미치는 영향

LPS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성 매개물질인 iNOS와 COX-2 는

전사인자인 NF-κB에 의해 발현된다. 이 과정에서 세포질 내 IκB

α가 인산화 되면 결합되어 있던 복합체가 분해되면서 NF-κB가

활성화 되어 핵 내로 전위된다. 핵 분획의 NF-κB 단백질의 발현

은 LPS 처리 군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나

(p<0.01 (15 분), p<0.001 (30 분, 60 분)), 홍삼 추출물을 전 처리

한 구는 시간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6).

특히 LPS+홍삼 추출물을 60 분간 처리한 실험구에서는 LPS

처리 군과 비교하여 NF-κB 발현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0.05). 이는 LPS 처리 후 60 분 구간에서 NF-κB 활성을 유의

성 있게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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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Red Ginseng extract on NF-κB express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Values represent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p<0.001 compared with vehicle-treated

control; *p<0.05.

7. p-IκBα와 IκBα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

세포질 내 NF-κB의 활성 억제효과가 I-κBα의 인산화 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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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는가를 인산화상태를 인식하는 특이항체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Fig. 7).

LPS로 NF-κB의 억제인자인 I-κBα의 phosphorylation을 유

도한 다음 홍삼을 시간별로 처리한 결과는 IκBα의 인산화가 유

의성 있게 억제됨을 보여준다(p<0.01 (15 분), p<0.001 (30 분, 60

분)). 이는 홍삼 추출물이 IκBα의 인산화 억제를 통하여 NF-κB의

핵 전위를 제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LPS처리 군에서 IκBα 발

현이 15 분에서는 감소하다가 30 분이 지나면서 회복하는 경향

이 나타났으며, 홍삼 추출물 전처리 군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특히, 15 분 구간에서 LPS+ 홍삼 추출물 처리군에서 LPS

처리군과 비교하여 IκBα의 인산화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결과

가 나타났다(p<0.01). 이는 홍삼 추출물이 LPS 처리 후 15 분에

IκBα 활성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결과

는 IκBα의 인산화 (p-IκBα)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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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Red Ginseng extract on the level of IκBα and p-Iκ

Bα in the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Values represent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p<0.001 compared with LPS

alone (15min); **p<0.01, ***p<0.001.

8. MAPKs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LPS로 자극한 RAW 264.7 cell에서 홍삼 추출물이 ERK1/2,

JNK, p38의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LPS 처리 군

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30 분까지는 증가하다가 60 분에서는 감소

하는 경향이 보였다(Fig. 8). 다른 신호 매개분자인 p-ERK/ERK와

p-p38/p38의 분석(15, 30 분)에서는 LPS+홍삼 추출물 처리군이

LPS 처리군에 비해 p38 인산화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p<0.001), p-JNK/JNK의 분석도 동일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p<0.05). 이는 홍삼 추출물이 LPS 처리 후 15, 30 분에

서 MAPKs의 인산화를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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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s of Red Ginseng extract on the levels of

phosphorylated ERK1/2 (A), JNK1/2(B), and p38 (C)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Values represent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p<0.01 and ###p<0.001 compared with

vehicle-treated control;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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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RAW 264.7 murine macrophage 세포주를 사용

하여 NF-κB 및 MAPKs 신호전달을 통한 RG의 항염 조절 기전

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Fig. 9).

염증은 조직 손상과 병원균의 침입으로부터 인체를 방어하

는 가장 중요한 기전중의 하나이다. 정상적인 염증반응은 전구

염증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항염증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

시키며, 초기 면역세포 보충을 촉진시키기 위한 변화 등의 조절

이 일어난다20,21). Macrophages는 인체 전반에 걸쳐 분포하며 염

증과정에서 백혈구 유주에 앞서 병원체에 대항하는 즉각적인 방

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LPS는 macrophages에서

interleukins (ILs), TNF-α, iNOS, 그리고 COX-2와 같은 염증매개

인자의 생산을 촉진한다. LPS로 유도된 염증 매개인자를 감소시

키는 물질은 macrophages의 활성화에 의해 야기되는 염증반응

등 여러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22).

Fig. 9. Suggested diagram showing the role of Red Ginseng (RG)

etract in LPS-induced signaling pathways of NF-κB and MAPKs.

본 연구에서 대식세포인 RAW 264.7의 생존율과 증식을 저

해하지 않는 RG 농도를 조사한 결과, 10 μg/mL 이하에서는 정

상세포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상기 농도 범위

내의 RG를 사용하여 항염증효과를 조사하였다. RAW 264.7 세

포에 각각의 시료를 처리한 다음 세포의 증식률과 NO, PGE2 및

TNF-α의 생성량, COX-2, iNOS, NF-κB, IκBα, phospho-IκBα 

protein 및 MAPKs (ERK, JNK, p38)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Immunoblot analysis를 이용하여 RG가 세포질 내 iNOS와

COX-2 단백질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RG 전처리가

iNOS 및 COX-2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발생

하는 NO 및 PGE2의 생성 또한 감소시켰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대식세포에 LPS를 사용하여 iNOS 및 COX-2 발현을

유도한 후, RG를 50 μg/mL으로 처리하여 iNOS 및 COX-2 발현

에 대한 억제 정도를 조사한 Hyun23) 등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이는 RG가 iNOS, COX-2 발현 및 NO, PGE2 생성을 억제하여

혈관투과성, 부종 등의 염증반응을 비활성화 시킬 뿐 아니라 염

증매개체생합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NF-α와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은 정상조직에서

도 발현되나 병변과정에서는 그 발현정도가 증가되어 암 촉진과

정에서 일어나는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 결과는

RG가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서 TNF-α의 생성을 감

소시킴을 보여준다. 이는 RG가 염증단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cytokine인 TNF-α의 발현을 저해하여 염증과정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천연물 또는 기존의 항염증제는 핵 전사인자인

NF-κB 활성을 억제하여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24,25). NF-κB의

비정상적인 활성은 다수의 만성적인 염증성질환 및 종양생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NF-κB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이 염증성 질병과

암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이다26,27). RG 추출물이 NF-κB 경로

를 통하여 염증반응을 조절하는 지를 조사한 결과, RG는 IκBα의

인산화를 저해하여 NF-κB 활성을 차단함으로써 iNOS와 COX-2

발현을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NF-κB가 iNOS 및 COX-2

발현 조절에 관련하며, 몇몇 화학방어적인 phytochemicals은 과

도한 NF-κB 활성 억제를 통하여 iNOS 및 COX-2 발현을 억제한

다는28) 보고와 일치하였다. 세포질 내 IκBα의 phosphorylation을

유도한 후, RG를 시간별로 처리하여 인산화 저해 정도를 조사

한 결과, 10 μg/mL의 RG 농도에서 시간 의존적으로 phospho-I

κBα의 발현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이

결과는 홍삼 및 발효홍삼이 염증유발유전자 조절에 관여하는 Iκ

Bα의 인산화를 억제하였다는 Hyun
23)
등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MAPKs는 세포성장과 분화의 조절, 사이토카인과 stress에

대한 세포반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9). 세포외 환경으로부

터 세포질을 통해 핵으로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MAPKs 신호전달경로는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왔으며 최소 3

가지의 신호전달경로가 존재한다30). ERK 신호전달경로에서 활

성화된 ERK는 다양한 전사인자를 인산화 할 수 있다. ERK가 자

극인자에 의해 광범위하게 활성화 되는 반면, p38와 JNK는

stress 반응경로를 구성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인자로 유

도된 세포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된다. JNK 신호전달 경로는

LPS와 TNF-α와 같은 면역염증자극에 반응하는 세포에서 활성화

되고, 세포의 형태적 증대와 사이토카인 전사에 관여한다31). 본

연구에서 RG가 MAPKs 신호전달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RAW 264.7 세포에서 RG가 LPS로 유도된 ERK, JNK와

p38의 인산화를 억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RG가 LPS로 유도된 상기 인자들의 활성화와 관련된 MAPKs 신

호전달경로의 억제를 통해 항염증 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

다(Fig. 9).

결론적으로, RG가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서

NF-κB 및 MAPKs (ERK1/2, JNK, p38)의 신호전달경로를 억제

하며, 염증반응을 촉발하는 염증매개인자들 (NO, PGE2, TNF-α)

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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