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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is often used in treatment of human disease such as hemorrhage, blood

congestion and inflammation. The present study has been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leaf extract from

C. japonicum var. ussuriense (CLE) on the development of collagen-induced arthritis (CIA) in DBA1/J mice. CLE

administration suppressed markedly the arthritis incidence and arthritis score in CIA mice. Also, CLE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release of PGE2, TNF-α, IL-4 and IL-6 in CIA mice. However, CL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duction of IL-10, but not IL-4. These results suggest that CLE suppress inflammatory mediators and regulates Th1

and Th2 cytokines. These properties may contribute to the anti-arthritis action of 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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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inflammation)은 외부자극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면

역학적 현상으로 과도할 경우 혈관의 투과성의 변화로 정상조직

을 손상시킨다
1)

. 대표적 만성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rheumatoid arthritis)은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유전적 및 환

경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데, 염증세포에서 cyclooxigenase-2

(COX-2)에 의해서 prostaglandin E2 (PGE2)가 과다하게 생산되

면 염증반응을 더욱 촉진시킨다2). 또한 세포매개성 면역반응(cell

mediated immune response)을 하는 협조/유도 세포 T 세포

(CD4+) 중 제 1형 T 세포(type 1 helper cell , Th1)가 Th2 세포보

다 편향되어 발달함으로써 Th1 사이토카인이 대량 생산되어 유

발된다3,4).

Th1 사이토카인은 종양괴사인자-α(tumor necrosis-α, TNF-

α), 인터류킨-1β(interleukin-1β, IL-1β), IL-6 및 인터페론-γ

(interferon-γ, IFN-γ)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5,6), 이들 사

이토카인들은 염증반응을 촉진시킨다
3,4)

. 반면, IL-10과 같은 Th2

사이토카인은 면역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그

러므로 Th1 사이토카인을 억제 시키고, Th2 사이토카인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물질은 류마티스 관절염 개선에 도움이 된다. 류마

티스 발병 초기 염증 억제를 위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또는 methotrexate, sulfasalazine 등과 같은 항류마티스제제 등

이 사용되고 있으며, 심한 증상에는 TNF-α 길항제, IL-6 수용체

길항제 등의 생물학적 제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7-9). 최근에는

분자생화학적 지식이 발달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한

면역학적 접근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한약재

효능 및 기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한방처방

약물로부터 우수한 천연물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10,11)

.

엉겅퀴(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는 국화과

(Composit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한방에서 지상부 또는

지하부(뿌리)를 대계라하여 약용으로 활용해왔다. 잎, 줄기, 꽃과

씨 등 지상부는 개화시기에서 씨가 여무는 5-6월에 채취하고, 뿌

리는 가을에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열수 또는 알콜 추출에 의한

약성분을 토혈, 혈뇨, 대하, 간염 및 고혈압 등 치료에 활용해왔

다12,13). 동의보감14)에 의하면 엉겅퀴는 성질은 평(平)하고 맛은

쓰며[苦] 독이 없으며, 어혈이 풀리게 하고, 코피를 흘리는 것을

멎게 하며 옹종과 옴과 버짐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여자의 적․



엉겅퀴 잎 수용성 추출물의 콜라겐 유도 관절염 억제효과

- 417 -

백대하를 낫게 하고 정(精)을 보태 주며 혈을 보한다고 기록되어

있다15).

엉겅퀴는 apigenin, luteolin, myricetin, kaempferol,

pectolinarin, 5,7-dihydroxy-6,4'- dimethoxyflavone,

hispidulin-7-neo-hesperioside 등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화합물이

풍부하여 항염증, 항암, 항돌연변이, 항진균, 신경보호 및 면역

증진 활성을 가지고 있다16-20). 또한 엉겅퀴는 지질과산화를 억제

하고 glutathione reductase의 활성을 증가시켜 알코올 해독을 촉

진시켜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

. 그러나

엉겅퀴가 관절염 개선에 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저자 등은 엉겅퀴의 부위별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

에 대해 연구 보고
22,23)

한 후 엉겅퀴 잎을 대상으로 열수 추출하

여 관절염에 대한 개선효과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는 DBA/1J 마

우스를 대상으로 bovine type Ⅱ collagen (CⅡ)으로 관절염을

유도한 후 엉겅퀴 잎 추출물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leaf extract, CLE)을 경구투여하고 그 효과를 조사한 바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시약

PGE2, COX-2, TNF-α, IL-6, IL-4와 IL-10 등 ELISA kit은

R&D Systems사(Minneapolis, MN,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bovine type Ⅱ collagen, Freund's complete와 incomplete

adjuvant, indomethacin (IM), hematoxylin & eosin (H&E),

toluidine blue와 기타 시약은 Sigma-Aldrich 사(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2) 엉겅퀴 추출물

실험에 사용한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소재 임실생약영농

조합법인에서 재배한 엉겅퀴(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잎은 2011년 5월 30일에 채취하여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

학교실의 김홍준 교수에게 의뢰하여 동정하였고, 표본(2011-011)

은 전주대학교 대체의학대학 건강관리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다.

잘 건조된 시료는 200 g을 분말로 제조하여 증류수(3 L)로 3시간

동안 추출기로 열수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0.45 μm 필터를 사용

하여 여과한 후 동결건조기(Eyela FDU-21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에서 건조하여 48.9 g을 회수한 후 -20℃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실험동물

무균환경에서 사육된 7주령의 수컷 DBA/1J 마우스는 중앙

실험동물(주)(서울시,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였고, 사료와 물을 충

분히 공급하면서 1주일간 순화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

환경은 낮과 밤의 주기를 12시간씩 하였고, 온도(20-22 ℃)와 습

도(50-60 %)는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전주대학교 실험동물위원

회의 규정에 준하여 실험하였다.

2. 방법

1) 콜라겐 유도 관절염 마우스 확립

먼저 무작위로 마우스를 대조군과 각 실험군 당 10마리로

나누어 수용한 후 콜라겐유도 염증성 관절염(collagen-induced

arthritis, CIA) 동물모델을 제작하기 위해서 먼저 0.05 M acetic

acid에 제2형 콜라겐(bovine type Ⅱ collagen)을 2 ㎎/mL의 농

도로 녹인 콜라겐 용액과 동량(w/v)의 Freund's complete

adjuvant와 잘 혼합한 후 100 μL을 마우스의 꼬리에 피하주사 하

였다. 이를 다시 21일 후 동일 방법으로 제조된 콜라겐 용액에

Freund's incomplete adjuvant를 동량으로 혼합하여 마우스의

뒷발 피하에 100 μL을 주사하여 관절염을 유발하였다(Fig. 1).

Fig. 1. Experimental scheme of collagen-induced arthritis(CIA) in

DBA/1J mice.

2) 엉겅퀴 수용성 수출물의 투여

관절염을 촉진하기 위해서 21일에 Freund's incomplete

adjuvant를 투여한 후 대조군은 생리식염수(200 μL/마리)을 경

구투여 하였고, CLE는 생리식염수에 최종농도가 50 mg/kg과

100 mg/kg으로 제조하여 하루에 한번씩 48일까지 경구투여 하

였다(Fig. 1). CLE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고자 참고약물인 IM (1

mg/kg)을 엉겅퀴 추출물과 같은 방법으로 투여하였다.

3) 관절염 중증도 평가

CIA 모델에서 뒷발에 나타나는 부종과 종창정도를 이중맹

검으로 관찰하여 관절염의 발생빈도(arthritis incidence)와 위증

도(clinical severity)를 평가하였다. 발생빈도는 추출물을 처리하

지 않은 대조군과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 간의 뒷발에 관절염

이 발생되는 마우스을 계수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위증도는

부종이나 발적, 종창 등 관절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를 0점, 발 중

앙이나 관절 부위에 국한되어 부종과 발적이 있을 때 1점, 발목

관절에서 발근골에 걸쳐 경한 부종과 발적이 있을 때 2점, 발목

관절에서 발가락사이에 부종과 발적이 있을 때 3점, 발목에서 발

전체에 부종과 발적이 있을 때 4점을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4) 조직표본 제작 및 염색

실험 49일째 모든 실험동물을 희생시킨 후 우측 발근관절이

포함되도록 경골 원위부에서 발중앙뼈(metatarsal)와 원위부

(distal) 사이를 적출하고 4℃에서 10% 중성 포르말린용액

(neutral buffered formalin solution)에 충분히 침지시켜 24시간

고정한 후 10 % EDTA가 포함된 formic acid에 21일간 침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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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회하였다. 탈회된 조직을 24시간 수세하여 조직 내 남아있는

포르말린을 제거한 후, 70 % 알코올에서부터 무수알코올까지 농

도 상승순으로 탈수하고 xylene으로 치환하였다. 파라핀 침투과

정을 거친 후 포매하여 파라핀 블록을 제작하였으며 회전형 박

절기(microtome)를 사용하여 5 ㎛두께로 자른 뒤 슬라이드 위에

놓아 조직표본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파라핀 조직표본은 xylene,

무수알코올, 95%, 70 % 알코올 순으로 탈 파라핀 과정을 거친 후

H&E 또는 toluidine blue 염색시약으로 염색하여 광학현미경 하

에 관절조직의 형태변화를 관찰하였다.

5) PGE2 및 사이토카인 측정

마지막으로 CLE를 경구 투여(48일)하고 하루 후(49일)에 마

우스를 에테르(ether)로 마취하여 간 문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

하고 4 ℃에서 12시간 이상 혈액을 응고시킨 후 2,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얻었다. PGE2, COX-2, TNF-α, IL-6, IL-4와

IL-10 등은 anti-mouse PGE2, anti-mouse COX-2, anti-mouse

TNF-α, anti-mouse IL-6, anti-mouse IL-4와 anti-mouse IL-10 등

항체를 사용하여 각각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ELISA kit을 사용

하여 R&D Systems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고 정량

하였다. 요약하면, 5배 희석 혈청 100 μL을 각각의 항체가 코팅

된 plate에 주입하고 반응시킨 후 잘 세척한 다음 horseradish

peroxidase가 부착된 2차 항체를 주입하고 반응시킨 후 발색 기

질을 주입하고 반응시켜 ELISA reader로 측정하였으며, 각 물질

에 대한 정량은 각각의 물질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반응시켜 표

준곡선을 정하고 혈청에 함유된 물질의 량을 계산하였다.

6) 통계처리

모든 실험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했으며, 통계분석은

ANOVA와 Student’s t-test로 처리하였으며, 유의성 한계는

p<0.05로 정하였다.

결 과

1. CLE의 관절염 증상 억제 효과

본 연구는 CIA 모델에서 CLE 투여에 따른 관절염 억제 효

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CⅡ로 감작과 공격을 한 대조군의 경우

실험 종료일인 48일에 관절염 발생빈도가 약 70 % 일어난 반면,

CLE를 kg(체중) 당 50 mg과 100 mg을 감작 후 21일째부터 48일

까지 투여한 결과 참고 약물로 사용한 IM의 관절염 발생 빈도

(약 30 %) 보다 높았으나 각각 51%와 42 %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Fig. 2A). 다음은 CⅡ로 감작한 후 21일째부터 5일 간격

으로 이중맹검으로 관절염 중증도를 조사한 결과 Fig. 2B와 같이

CIA 대조군은 CⅡ로 공격한 후 5일째부터 관절염 증상이 나타

나 15일째 관절염 점수가 약 12로 나타나 실험 종료일까지 그 증

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CLE 50 mg을 투여한 실험군은 CⅡ로

공격한 후 25일째부터 관절염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고

(p<0.05), 100 mg을 투여한 실험군은 15일째부터 그 증상이 현저

히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p<0.05와 p<0.01). IM 투여군은 CⅡ

로 공격한 후 지속적으로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p<0.01와 p<0.001).

Fig. 2. Effects of C. japonicum var. ussuriense extract (CLE) on

collagen-induced arthritis(CIA)mice. Mice were orally administrated with
CLE (50 mg/kg or 100 mg/kg) or indomethacin (1 mg/kg; IM) once daily from

21 to 48 days. A: Arthritis incidence on 48 days, B: Arthritis score from 21 to 48

days.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E of n=10 individuals. #p<0.001 versus

normal group. *p<0.05, **p<0.01 and ***p<0.001 versus CIA control group.

2. CLE의 염증억제 효과

CIA 모델에서 CLE 투여에 따른 관절염 발 부종을 실험 종

료일인 48일에 조사한 결과 Fig. 3A와 같이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서 심한 부종이 있었다. 그러나 CLE 50 mg과 100 mg을 투

여한 결과 참고 약물로 사용한 IM 투여군의 부종보다는 약간 높

았지만 발 부종이 현저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CLE

의 염증과 관련된 부종억제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발

조직에서 확인하였다. 먼저 표본을 탈회한 후 일련의 과정을 통

해 발 조직을 H&E (Fig. 3B)와 toluidine blue(Fig. 3C)로 염색하

여 염증세포와 비만세포 침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서 염증세포의 침윤이 심하게 나타났고, 비만세포

의 침윤뿐만 아니라 탈과립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Fig. 3

과 Fig. 4). 그러나 CLE 50 mg과 100 mg을 경구투여한 결과 Fig.

3과 Fig. 4와 같이 염증세포뿐만 아니라 비만세포의 침윤뿐만 아

니라 탈과립 현상이 IM 투여군 보다는 낮았지만 유의하게 억제

되는 효과가 있었다.

Fig. 3. Effects of CLE on histological change in CIA mice. Mice were
orally administrated with CLE (50 mg/kg or 100 mg/kg) or IM (1 mg/kg) once

daily from 21 to 48 days. A: Paw morphology on 48 days, B: H&E staining (x40),

C: Toluidine blue staining (arrow: mast cell at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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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CLE on inflammatory (A) and mast cell (B)

infiltration in CIA mice. Mice were orally administrated with CLE (50 mg/kg
or 100 mg/kg) or IM (1 mg/kg) once daily from 21 to 48 days. The number of

cells was measured at x400.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E of n=10

individuals. #p<0.001 versus normal group. *p<0.05, **p<0.01, p<0.05 and ***p<0.001

versus CIA control group.

3. CLE의 염증 매개물 억제 효과

본 연구는 CIA 모델에서 CLE 투여에 따른 염증매개물의 억

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혈청에서 COX-2 활성과 PGE2 생성

량을 조사하였다. CIA 대조군의 경우 혈청 PGE2의 생성량

(198.5±22.6 pg/mL)은 정상군(10.2±3.1 pg/mL)에 비해서 현저히

증가되었다(p<0.001). 그러나 엉겅퀴 추출물 50 mg과 100 mg 투

여군은 각각 133.6±16.4 pg/mL과 115.7±18.1 pg/mL으로 억제되

었고, IM 투여군은 112.2±24.2 pg/mL로 억제되었다. 또한 COX-2

활성 억제율은 CLE 50 mg 투여군에서 12.8% 였으나, CLE 100

mg 투여군에서 34.3 %로 IM 투여군(36.9%)과 유사하였다.

Fig. 5. Effects of CLE on PGE2 production (A) and COX-2 activity

(B) in CIA mice. Mice were orally administrated with CLE (50 mg/kg or 100
mg/kg) or IM (1 mg/kg) once daily from 21 to 48 days. PGE2 and COX-2 levels

were measured using ELISA kits.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E of n=10

individuals. #p<0.001 versus normal group. *p<0.05, **p<0.01, p<0.05 and ***p<0.001

versus CIA control group.

4. CLE의 Th1과 Th2 사이토카인 생성 변화 효과

CIA 모델에서 CLE 투여에 따른 Th1 (TNF-α, IL-6)과 Th2

(IL-4, IL-10) 사이토카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혈청 내에

존재하는 Th1과 Th2 사이토카인을 측정하였다. CIA 대조군은

TNF-α (132.2±17.2 pg/mL), IL-6 (104.1±11.9 pg/mL), IL-4

(64.9±7.2 pg/mL)와 IL-10 (84.1±11.2 pg/mL)이 정상군에 비하

여 현저히 증가하였다(p<0.001). CLE 50 mg/kg 투여군은 TNF-

α, IL-6과 IL-4가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고, IL-10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CLE 100 mg/kg 투여군은 TNF-α 

(79.8±11.7 pg/mL), IL-6 (62.5±10.9 pg/mL)과 IL-4 (42.1±4.7

pg/mL)가 CIA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억제되었고, IL-10은

각각 79.8±11.7 pg/mL, 79.8±11.7 pg/mL 억제하는 경향이 있었

고, IL-10은 118.8±5.9 pg/mL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05).

CLE 100 mg/kg의 Th1과 Th2 변화는 IM과 유사하였다.

Fig. 6. Effects of CLE on TNF-α (A), IL-6 (B), IL-4 (C) and IL-10 (D)

production in CIA mice. Mice were orally administrated with CLE (50 mg/kg
or 100 mg/kg) or IM (1 mg/kg) once daily from 21 to 48 days. TNF-α, IL-6, IL-4

and IL-10 levels were measured using ELISA kits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E of n=10 individuals. #p<0.001 versus normal group. *p<0.05 versus CIA control

group.

고 찰

최근에 우리는 엉겅퀴 부위별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 및 항염

증 효과를 조사한 결과 엉겅퀴 잎 수용성 추출물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바 있다
22)

. 또한 엉겅퀴 잎과

수용성 추출물이 적혈구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효과가

우수함을 밝힌바 있다23). 따라서 본 연구는 엉겅퀴 잎 수용성 추

출물인 CLE을 CIA 모델 마우스에 투여하고 관절염 개선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CLE 50 mg을 투여한 실험군보다

CLE 100 mg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관절염 개선 효과가 우수하였

다. 이러한 CLE의 관절염 개선 효과는 염증성 세포와 비만세포의

침윤을 억제함은 물론 PGE2, TNF-α, IL-6, IL-4와 같은 염증유발

사이토카인을 억제하고 염증억제 사이토카인인 IL-10을 증가시켜

관절염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관절염은 전 세계에서 성인인구의 약 10%로 발병되며, 골관

절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구분되는데, 골관절은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손상이 발생되어 염증과 통

증을 동반하는 질환이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만성 염

증성 자가면역 질환24)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 % 정도 발병되며,

국내는 1-2 %로 주로 30-50대에 주로 발병된다
25)

. 류마티스 관절

염의 병인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비가역적 관절 손상, 만

성염증, 통증, 강직 등 관절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치성 질환이므로 이를 개선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의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다.

엉겅퀴는 apigenin, luteolin, myricetin, kaemferol,

pectolinarin, 5,7-dihtdroxy-6,4'- dimethoxyflavone,



강현주․김현수․전인화․목지예․정승일․심재석․장선일

- 420 -

hispidulin-7-neo-hesperioside 등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항염증, 항암, 항돌연변이, 항진균, 신경보호

및 면역 증진에 대한 생리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23)

. 특

히 엉겅퀴 성분 중 apigenin은 잎, 줄기, 꽃 등에 함유된 물질로

예방 효과 및 신경 보호 효과, 항염증, 항균작용 등의 생리 활성

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26,27).

일반적으로 콜라겐 감작에 의한 염증성 관절염 유발 마우스

(DBA/1J) 모델은 송아지에서 추출한 제 2형 콜라겐인 CⅡ을

adjuvant와 함께 주입하면 anti-collagen에 대한 항체를 형성함으

로써 자가면역성이 유도되어 인체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과 유

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

. 이러한 과정에서 CⅡ와 특이적으로 반

응하는 CD4+ T 세포와 B 세포가 증식과 분화되어 활성화 되면,

여러 가지 병적 단계를 유발하는 염증성 면역세포 또는 물질들

을 생성함으로써 자가면역반응을 활성화하여 면역세포가 자기

관절을 파괴하면서 염증을 형성하게 된다28). 따라서 본 연구는

CIA 모델동물에서 엉겅퀴 잎 추출물인 CLE를 투여하고 관절염

개선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CⅡ로 감작한 후 21일째 공격

과 동시에 CLE를 경구 투여한 결과 참고 약물로 사용한 IM 보

다는 관절염 개선효과가 약간 낮았지만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그 빈도와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뚜렷하였다(Fig. 2). 이러한

CLE의 관절염 개선 효과를 조직학적 수준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군과 CIA 대조군을 비롯하여 실험군의 발 조직을 대상으로

H&E와 toluidine blue을 활용하여 염색한 후 염증세포와 비만세

포의 침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정상군에 비해서 CIA 대조군

의 발 조직에는 호중구를 비롯한 염증성 면역세포와 비만세포가

대량으로 침윤되어 부종을 동반하고 있는 반면, CLE를 투여한

실험군은 염증세포뿐만 아니라 비만세포의 침윤이 줄어들었음을

확인 하였다(Fig. 3과 4). 특히 CLE 100 mg/kg 투여는 IM 투여

와 유사하게 염증 유발 면역세포의 침윤이 현저히 줄어들어 관

절염 개선효과가 우수하였다.

생체에서 염증반응이 진행되면, PGE2와 같은 염증 매개물이

과량 생성되어 그 반응을 가속화 시키는데, cyclooxygenase

(COX)는 arachidonic acid에서 prostanoid로 전환시키는 효소로

알려졌는데, COX-1과 COX-2에 의해 합성된 소량의 prostanoid

는 생체의 항상성 유지에 필요하지만,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COX-2을 활성화시켜 과량의 prostanoid생성으로 면역반응에 관

여하여 다양한 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2,29). 본 연구는 CIA 모

델에서 염증매개물인 PGE2의 생성 억제에 대한 CLE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CⅡ 대조군의 혈청내 PGE2는 정상군에 비하여

매우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나, CLE를 투여한 실험군은 그 량

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CLE 100 mg/kg 투여는 효

과적으로 COX-2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PGE2 생성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CLE의 효과는 IM 투여군과 비슷하였다.

한편 CIA 모델동물의 혈청에는 TNF-α와 IL-6와 같은 Th1

사이토카인이 정상군보다 현저히 많은 량으로 존재하여 염증반

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3,4). 또한 IL-4와 같은 Th2 사이

토카인도 많은 양으로 존재하여 콜라겐에 대한 항체를 대량 생

성시키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5), 본 연구에서도 CLE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검증하기 위해서 TNF-α, IL-6, IL-4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CLE 100 mg/kg을 투여할 경우 이들 사이토카인을 유의

하게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 IM 투여군과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CLE의 염증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Th2 사이토카

인으로 분류되며 염증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IL-10
5,6)

을 조사하였다. CIA 모델동물의 혈청에는 정상군보다 많은

IL-10이 존재하였지만, CLE 100 mg/kg을 투여할 경우 IM 투여

와 비슷하게 CIA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LE가 IL-10을 유도함으로써 염증유

도 및 항체 형성 사이토카인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CLE가 CIA 모델동물에서 관절염 증상을 개선시

킬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염증 개선과 관

련된 세포신호전달 분자의 조절 기전을 규명해야 될 것으로 사

료된다.

결 론

관절염은 관절부위에 만성적으로 염증반응을 유발하여 관절

세포를 파괴함으로써 통증을 야기하여 삶의 질을 크게 훼손하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관절염 개선물질을 도출하기 위하

여 인체의 류마티스 관절염과 유사한 콜라겐 유도 CIA 모델동물

에서 엉겅퀴 잎 추출물인 CLE를 투여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았

다. 그 결과 CLE 투여군은 CIA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CLE의 관절염 개선효과는 조직학적으로 볼 때 염증성 면

역세포와 비만세포의 침윤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써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COX-2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PGE2를 줄여

주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IA 모델동물에 CLE의

투여는 TNF-α와 IL-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항체형성과

관련된 IL-4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CIA 모델동물에

CLE의 투여는 IL-10을 증가시킴으로써 관절염을 개선하는 효과

가 있었다. 이와 같이 CLE는 관절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1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A000200136)사

업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참고문헌

1. Habashy, R.R., Abdel-Naim, A.B., Khalifa, A.E., Al-Azizi,

M.M. Anti-inflammatory effects of jojoba liquid wax in

experimental models. Pharmacol Res. 51: 95-105, 2005.

2. Murakami, M., Kudo, I. Prostaglandin E synthase: a novel

drug target for inflammation and cancer. Curr Pharm Des.

12(8):943-954, 2006.

3. Kosmaczewska, A., Swierkot, J., Ciszak, L., Wiland, P. The



엉겅퀴 잎 수용성 추출물의 콜라겐 유도 관절염 억제효과

- 421 -

role of Th1, Th17, and Treg cells in the pathogenesis of

rheumatoid arthritis including anti-inflammatory action of

Th1 cytokines. Postepy Hig Med Dosw (Online). 65:

397-403, 2011.

4. Lubberts, E. Th17 cytokines and arthritis. Semin

Immunopathol. 32(1):43-53, 2010.

5. van Roon, J.A., Bijlsma, J.W., Lafeber, F.P. Suppression of

inflammation and joint destruction in rheumatoid arthritis

may require a concerted action of Th2 cytokines. Curr

Opin Investig Drugs. 3(7):1011-1016, 2002.

6. Ishida, H. Clinical implication of IL-10 in patients with

immune and inflammatory diseases. Rinsho Byori.

42(8):843-852, 1994.

7.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orthopedics. 5th ed.

seoul：Cholsin medicine publisher. pp 109-131, 157-174,

176, 2000.

8.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Pathology. seoul,

Komoonsa. pp 85, 1166-1170, 1672, 1997.

9. Oriental medicine rehabilitation medical science. The whole

country a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rehabilitation

medical science classroom. Seoul：Seowondang. pp 95-96,

1995.

10. Internal medicine. Shanghai China medicine Book. 1st.

Shanghai：Shanghai science technology publisher. pp

234-238, 1983.

11. Chung, S.H. The study on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of

arthalgia syndrome. Korean Acad Rehabil Med. 2: 56-66,

1991.

12. Lee, S.J. Korean folk medicine. Seoul：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pp 145-146, 1996.

13. Ishida, H., Umino, T., Tosugee, T. Studies on

antihemmorhagic substance in herbs classified hemostatics

in Chinese medicine. VII. On the antihemorhagic principle

in Cirisium japonicum DC. Chem Pharm Bull. 35: 861-864,

1987.

14. 윤택기, 서희창. CD 동의보감. 여강문화사, (주)솔빛조선미디

어. 1994.

15. 정찬조. 쓰임새 많은 자원식물 엉겅퀴. 한국자생식물보존회

자생식물. p 372, 1993.

16. Chung, M.S., Um, H.J., Kim, C.K., Kim, G.H. Development

of functional tea product using Circium japonicum. Korean

J Food Culture. 22: 261-265, 2007.

17. Liu, S., Luo, X., Li, D., Zhang, J., Qui, D., Liu, W., She, L.,

Yang, Z. Tumor inhibition and improved immunity in

mice treated with flavone from Cirsium japonicum DC. Int

Immunopharmacol. 6: 1389-1393, 2006.

18. Lee, H.K., Kim, J.S., Kim, N.Y., Kim, M.J., Park, S.U., Yu,

C.Y. Antioxidant, antimutagenicity and anticancer activities

of extracts from Circium japonicum var. ussurience

Kitamura. Korean J Medicinal Crop Sci. 11: 53-61, 2003.

19. Kim, S.J., Kim, G.H. Identification for flavones in different

parts of Cirsium japonicum. J Food Sci Nutr. 8: 330-335,

2003.

20. Lee, M.K., Moon, H.C., Lee, J.H., Kim, J.D., Yu, C.Y., Lee,

H.Y. Screening of immune enhancing activities in

medicinal herbs, Compositae. Korean J Medicinal Crop Sci.

10: 51-57, 2002.

21. Park, J.C., Hur, J.M., Park, J.G., Kim, S.C., Park, J.R., Choi,

S.H., Choi, J.W. Effects of methanol extract of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and its principle,

hispidulin-7-O-neohesperidoside on hepatic

alcohol-metabolizing enzymes and lipid peroxidation in

ethanol-treated rats. Phytother. 18: 19-24, 2004.

22. 목지예, 강현주, 조정근, 전인화, 김현수, 박지민, 정승일, 심

재석, 장선일. 엉겅퀴(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부

위별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 대한본초학회지

26(4):39-47, 2011.

23. 강현주, 목지예, 조정근, 전인화, 김현수, 박지민, 정승일, 심

재석, 장선일. 엉겅퀴(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잎

및 꽃 추출물이 정상인 적혈구와 혈장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 생약학회지 43(1):66-71, 2012.

24. Lipsky, P.E. Rheumatoid arthritis. In： Braunwald, E.,

Fauci, A., Kasper, D., Hauser, S., longo, D., Jameson, J.,

eds. Harrisons'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

New York：Mc Graw Hill. pp 1968-1977, 2005.

25. Lee, J.S. Updated on rheumatoid arthritis. Kor J Medicine.

6(3):296-299, 2009.

26. Iwashina, T., Kadota, Y., Ueno, T., Ootani, S. Foliar

flavonoid composition in Japanese Cirsium

species(Compositae), and their chemotaxonomic

significance. J. Japanese Bot. 70: 280-290, 1995.

27. Kaneta, M., Hikichi, H., Endo, S. and Sugiyama, N.

Identification of flavones in sixteen Compositae species.

Agric Biol Chem. 42(2):475-477, 1978.

28. Myers, L.K., Brand, D.D., Ye, X.J., Cremer, M.A., Rosloniec,

E.F., Bodo, M., Myllyharju, J., Helaakoski, T., Nokelainen,

M., Pihlajaniemi, T., Kivirikko, K., Yang, C.L., Ala-Kokko,

L., Prockop, D.J., Notbohm, H., Fietzek, P., Stuart, J.M.,

Kang, A.H. Characterization of recombinant type Ⅱ

collagen: arthritogenicity and tolerogenicity in DBA/1

mice. Immunology. 95: 631-639, 1998.

29. Blanco, J.C., Contursi, C., Salkowski, C.A., DeWitt, D.L.,

Ozato, K., Vogel, S.N. Interferon regulatory factor (IRF)-1

and IRF-2 regulate interferon gamma-dependent

cyclooxygenase 2 expression. J. Exp. Med.

191(12):2131-2144,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