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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inflammation)이란 생체 조직이 손상에 대해 반응하는 능
동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은 특히 혈관과 결합조직이 관여하며 급
성, 아급성, 만성으로 구분된다1). 염증은 해로운 병인들을 희석시키
고, 파괴하고 또는 중화시켜 보호 임무를 달성하며 급성 염증은 해
로운 자극을 제거하며 반응을 감소시키고 손상된 조직을 수복하지
만, 손상이 지속되면 만성 염증으로 진행한다2,3). 
    대식세포(macrophage)는 감염된 조직에서 미생물을 제거하거
나 노화된 세포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체 방어 역할을 
감당한다. 또한 lipopolysaccha-ride(LPS)나 interferon(IFN)-γ 등
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그 활성화되는 정도가 지나치면 염증을 유발
하기도 한다4,5). LPS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요소로서 인체에서
는 내독소(endotoxin)로 작용하며, 주로 Gram 음성균에 존재하는 
외막을 형성하는 거대 분자이며6) 외인성 발열원(exogenous 
pyrogen)의 일종이다7).

    염증 반응에서는 다양한 염증매개물질이 관여하는데, 대식세포
가 만들어내는 nitric acid(NO)는 염증이나 자가면역 등의 반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iNOS는 염증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국소 염증반응을 하향시키는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cyclooxygenase-2(COX-2)는 염증반
응 과정에서 발현되는 유도성 효소이며10),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interleukin-6(IL-6), IL-12는 사이토카인에 속
한 염증과 면역반응의 중요한 매개물질이다11). 이러한 사이토카인의 
유전자 발현은 NF-κB와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 
kinase)와 같은 단백질이 관여한다. NF-κB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κBα가 분해되어야 하며5) MAP kinase는 여러 전사인자들의 인산
화를 일으킨다. MAP kinase에 속하는 대표적인 단백질은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ERK), p38, c-Jun 
N-Terminal kinase(JNK) 등이 있으며, 다양한 염증성 매개물질을 
생산하거나 세포 소멸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韓醫學에서는 염증에 대해서『靈樞·癰疽篇』에서 “營氣가 경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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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머물러 있으면 營血이 응체되어 순행하지 못하고 순행하지 못
하면 衛氣가 이를 따라 통하지 않으니, (衛氣가) 막혀 순행할 수 없
으므로 熱이 난다. 심한 熱이 멎지 않으면서 熱이 왕성하면 肌肉이 
腐爛되고 肌肉이 腐爛되면 化膿된다13)고 하여 營氣와 衛氣의 不通
을 염증의 기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甘遂는 峻下逐水藥의 일종으로서 瀉水逐飮, 消腫散結하는 작용
이 있어 水腫脹滿, 胸腹積水, 痰飮積聚, 氣逆咳喘, 二便不利, 濕熱
腫毒등을 치료하는 약이다14). 비교적 寒性이 맹렬하고 有毒하여 임
상에서 다용되는 약제는 아니다. 주로 흉수나 복수 등에 사용되며, 
간경화나 삼출성 늑막염, 신염으로 인한 水腫 등에 사용한다15). 甘
遂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인데 임상적인 연구로는 홍16)이 발
표한 연구가 있으며, 실험적인 연구로는 주로 甘遂의 성분분석17,18)

이나 독성 연구19-21)가 있다. 항염 효과에 대해서Chang등22)은 甘遂
가 IL-6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으나, 염증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이 없었고, Li 등23)은 甘遂의 항보체계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항염증효과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저자는 임상에서 甘遂의 항염증 효과를 경험한 바 있어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마우스 대식세포를 분리하여 甘遂추출물
(Euphorbiae kansui radix methanol extract;ERE)을 투여한 세
포생존률, NO, iNOS, COX-2, TNF-α, IL-6, IL-12, IκBα, JNK, 
p38, ERK를 측정한 결과 다수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약재 추출
    본 실험에서 사용된 甘遂의 원산지는 중국산이다. 甘遂를 분쇄
한 후 100% 메탄올을 용매로 하여 3시간씩 2회 환류냉각장치를 이
용하여 열탕추출을 하였다. 추출액을 감압농축기로 농축한 후에 여
과액을 동결건조하였다(수율 13.02 %). 세포실험에 사용된 甘遂 추
출물은 dimethyl sulfoxide(DMSO)(Sigma, USA)에 녹인 후 0.5 ㎛ 
hydrophobic syringe filter(Advantec, Japan)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사용하였다. 

2. 실험 동물
    생후 8주령의 Balb/c 수컷 마우스(샘타코, 한국)를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사육실에서 일주일간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사료는 방사선 처리가 된 실험동물용 사료(샘타코)를 구입
하여 사용하였고 사료와 음용수는 제한없이 공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동물실험 프로토콜은 ○○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았다(KHUASP (GC)-10-001).

3. 복강대식세포 배양
    Balb/c 마우스의 복강에 2 ㎖의 thioglycollate medium(BD, 
USA)를 주사하고 3일 후에 마우스를 경추탈골한 후 복강에서 8㎖
의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GenDEPOT, 
USA)을 주사하여 세포를 수집하였다. 원심분리 후 10% fetal 
bovine serum(FBS)(GenDEPOT)과 1% penicillin –streptomycin 
(GenDEPOT)이 함유된 DMEM에 suspension한 후 2시간 동안 3

7℃, 5% CO₂인큐베이터에 배양하였다. Non-adherent cell을 제거
한 후 세포 실험에 사용하였다. 

4. 세포 생존률 측정
    甘遂추출물의 대식세포에 대한 생존율을 MTT 방법을 이용하여 
formazan으로 환원하는 세포내 효소활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
였다. 세포를 4×105 cells/㎖의 농도로 96 well plate에 0.1 ㎖ 접종
하고 세포가 well plate에 부착된 것을 확인한 후에 약재 추출물을 농
도별(0, 2, 10, 50, 100, 200, 400 ㎍/㎖)로 처리하였다. 24시간 후 5 
㎎/㎖ MTT 용액(AMRESCO, USA)을 0.01 ㎖씩 첨가하여 4시간 반
응시킨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0.1 ㎖ DMSO를 가하였다. 96 well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6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NO 측정
    2×106 cells/㎖의 농도로 세포를 6 well plate에 접종한 후 2 
ng/㎖ IFN-γ (BD Pharmingen, USA)와 100 ng/㎖ LPS(Sigma)
를 처리하였다. 동시에 甘遂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고 24시간 후
에 상등액을 회수하였다. 상등액 0.05 ㎖와 동량의 Griess 
reagent(Sigma)를 더하여 상온에 15분간 반응한 후 96 well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540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iNOS 단백질 분석
    iNOS 단백질 분석은 Western blot 분석법으로 수행하였다. 먼
저 2×106 cells/㎖의 농도로 마우스 복강 대식세포를 6 well plate
에 접종한 후 2 ng/㎖ IFN-γ과 100 ng/㎖ LPS를 甘遂추출물과 
동시에 처리하고 24 시간 후에 세포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세포는 
cold PBS로 2회 세척하고 protease inhibitor cocktail 
(GenDEPOT)을 첨가한 lysis solution {50 mM Tris-HCl (pH 7.5), 
150 mM NaCl, 1 mM EDTA, 20 mM NaF, 0.5% NP-40, 1% 
Triton X-100}으로 파괴한 후 Bradford 방법에 준하여 단백질 농
도를 정량하였다. SDS sample buffer를 넣고 3분간 boiling한 후에 
8%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젤은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으로 transfer하였으며 transfer가 제대로 되
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onseau S staining을 실시하였다. 5% 
skim milk가 함유된 0.1% Tween in Tris-buffered saline 
(TBST)으로 membrane을 상온에서 한 시간 blocking한 후 
anti-iNOS antibody(BD Pharmingen)와 tubulin(Santa Crux, 
USA)을 blocking buffer에 1:1000으로 희석하여 4℃에 overnight 
반응시켰다. TBST로 세척 후 1:5000으로 희석한 HRP-conjugated 
anti-rabbit antibody, HRP-conjugated anti-mouse antibody로 
상온에서 한 시간 반응시켰다. TBST로 세척한 후 chemiluminescent 
substrate (ECL, GE healthcare, UK)로 밴드를 확인하였다.

7. COX-2 측정 
    1×106 cells/㎖의 농도로 2.0 ㎖의 세포를 6 well plate에 접종
한 후 시료와 LPS 100 ng/㎖을 처리하였다. 24 시간 지나서 세포



J. B. Kim et al 595

를 회수하여 iNOS 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Western blot 분석법을 
수행하되 10% SDS-PAGE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Internal control로 GAPDH를 사용하였다.

8. TNF-α, IL-6, IL-12 분석
    2×106 cells/㎖의 농도로 세포를 6 well plate에 접종한 후 
100 ng/㎖ LPS를 처리하였다. 동시에 甘遂추출물을 처리하고 24 
시간 후에 상등액을 회수하였으며 상등액의 TNF-α, IL-6, IL-12는 
ELISA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제조사(OptEIA, mouse IFN-γ, IL-6, 
IL-12 ELISA, BD Pharmingen)의 protocol에 따라 수행하였다. 
각각의 capture antibody를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희석하여 96 well immunoplate에 0.1 ㎖씩 분주한 후 상온에서 
overnight 반응하였다. 각 well을 세척용 완충용액(0.5% 
Tween/PBS)으로 세척한 후 시료와 스탠더드 사이토카인을 
blocking buffer(10% FBS가 함유된 PBS)에 희석하여 well 당 0.2
㎖ 넣고 2시간 동안 상온에 두어 반응하였다. 각 well을 세척용 완
충용액으로 5회 세척한 후 biotin이 결합된 2차 항체와 
Streptavidin-HRP를 blocking buffer에 희석하여 well 당 0.1 ㎖
씩 처리하여 1 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하였다. 세척 후에 TMB 
(BD Pharmingen) 용액을 well 당 0.1 ㎖ 씩 처리한 후 30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하였다. 반응을 정지시키기 위해 2N H2SO4 용액을 
well 당 0.05 ㎖씩 첨가하였고, 570 ㎚에서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농도는 표준 사이토카인 농
도와 흡광도에 의해 산출된 공식을 통해 결정되었다.

9. 신호전달 단백질 분석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 분석을 위해서는 세포를 2×106 
cells/㎖의 농도로 세포를 6 well plate에 2 ㎖씩 접종하고 甘遂추
출물을 농도별로 30분 전처리한 후에 100 ng/㎖ LPS로 30분간 자
극하였다. 세포를 회수한 후 protease inhibitor cocktail과 
phosphatase inhibitor (Sigma)를 더한 lysis buffer (조성은 
iNOS 단백질 분석에 기술됨)를 이용하여 세포를 파괴하였다. 이후
에는 iNOS 단백질 분석과 동일한 Western blot 분석법으로 수행하
되 10% SDS-PAGE를 이용하였다. 사용한 일차 항체는 anti-IκBα
(Santa Cruz), anti-phospho-p38, anti-phospho-ERK1/2, 
anti-phospho-JNK/SAPK (Cell Signaling Technology, USA)이며 
1:1000으로 희석하여 4℃에 overnight 반응시켰다. 

10. 통계처리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편차(Mean±S.D.)로 표현하였으며 
SPSS 20.0 버전을 이용하여 군간의 평균차이는 non-paired 
Student's t-test나 ANOVA를 이용하였으며 후자의 방법을 사용했
을 때는 Dunnet's test로 사후 분석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
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1. 감수 추출물의 세포독성에 미치는 영향

    마우스 복강에서 분리한 대식세포를 이용하여 甘遂추출물을 농
도별로 처리한 후 24시간 후에 MTT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 생존률
을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최고 농도인 400 ㎍/㎖까지 세포독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400 ㎍/㎖에서는 흡광도가 증가하였다(Fig. 1).

Fig. 1. Effect of ERE on cell viability. Mouse peritoneal macrophages 
were treated with varying concentrations of ERE for 24 hour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the MTT assay.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n=6). 
* : P<0.05 compared with control cells (0 ㎍/㎖)

2. 활성화된 대식세포의 NO 분비에 대한 감수의 영향
    세포가 배지로 분비한 NO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다른 대사 
산물인 nitrite의 양을 대신 측정하였다. Nitrite 양은 LPS와 IFN-γ
만 처리한 세포에 비해 10 ㎍/㎖에서 200 ㎍/㎖ 농도의 甘遂를 처
리한 실험군에서는 약 20 %의 감소를 보였고, 400 ㎍/㎖의 농도에
서는 약 37%의 감소를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Fig. 2). 

Fig. 2. Effect of ERE on LPS/IFN-γ-stimulated NO production. Mouse 
peritoneal macrophages were stimulated with 2 ng/㎖ IFN-γ plus 100 ng/
㎖ LPS and ERE was treated as indicated for 24 hours. At the end of the 
incubation, the culture medium was collected for nitrite assay. Data 
represent mean ± S.D. (+) refers to the addition of LPS and IFN-γ. *** : 
P<0.001 vs. cells treated with LPS/IFN-γ only (0 ㎍/㎖). 

3. 감수의 활성화된 대식세포의 iNOS 단백질 합성에 미치는 영향
    甘遂추출물이 LPS/IFN-γ에 의한 iNOS 단백질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 분석법을 수행한 결과 자극을 
하지 않은 세포에서는 iNOS가 거의 발현되지 않았으나 LPS와 
IFN-γ로 활성화한 대식세포에서는 강하게 발현되었다(Fig. 3). 감수
추출물은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하였으며 200, 400 ㎍/㎖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iNOS 단백질 합성이 강하게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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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ERE on LPS/IFN-γ-stimulated iNOS synthesis. Mouse 
peritoneal macrophages (2×106 cells) were stimulated with 100 ng/㎖ LPS 
plus 2 ng/㎖ IFN-γ in the presence of ERE for 24 hours. Total protein was 
extracted and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tubul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4. 감수의 대식세포 COX-2 발현에 미치는 영향
    甘遂추출물이 LPS 자극에 의한 COX-2 단백질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Western blot 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자극을 하지 않은 세포에서는 COX-2가 거의 발현되지 않았으
나 LPS를 처리한 대식세포는 강하게 발현되었다(Fig. 4). 甘遂추출
물을 10, 50 ㎍/㎖농도로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대조군보다 COX-2 
합성이 더 증가하였으나 200 ㎍/㎖에서 감소하였고 400 ㎍/㎖에서
는 강하게 억제되었다. 

Fig. 4. Effect of ERE on LPS-stimulated COX-2 synthesis. Mouse 
peritoneal macrophages (2×106 cells) were stimulated with 100 ng/㎖ LPS 
in the presence of ERE for 24 hours. Total protein was extracted and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tubul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5. 감수의 대식세포 TNF-α 분비에 미치는 영향
    甘遂추출물이 LPS로 자극한 대식세포의 TNF-α 분비를 ELISA 
분석법으로 측정한 결과 10 ㎍/㎖의 甘遂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대
조군에 비해 약 31% TNF-α 분비가 억제되었고, 50과 200 ㎍/㎖
의 甘遂추출물에 의해 각각 40%의 TNF-α 분비가 억제되었으며 최
고 농도인 400 ㎍/㎖의 甘遂추출물에 의해서는 약 31.6%의 감소를 
보였다(Fig. 5).

6. 감수의 대식세포 IL-6 분비에 미치는 영향
    대식세포를 분리하여 LPS로 자극한 세포가 분비한 IL-6을 
ELISA 분석법으로 측정한 결과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되어 10 ㎍/㎖
의 甘遂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43% IL-6의 분비가 억제되
었고, 400 ㎍/㎖의 甘遂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93%의 억제
를 보였다(Fig. 6).

7. 감수의 대식세포 IL-12 분비에 미치는 영향
    대식세포를 LPS로 자극하고 甘遂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상등액에 함유된 IL-12 농도를 ELISA 
분석법으로 측정한 결과 10 ㎍/㎖의 甘遂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에
서부터 농도의존적으로 IL-12를 억제함을 알 수 있었고 최고 농도
인 400 ㎍/㎖의 甘遂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95%나 억제되
었다(Fig. 7).

Fig. 5. Effect of ERE on LPS-stimulated TNF-α release. Mouse 
peritoneal macrophages were stimulated with 100 ng/㎖ LPS in the 
presence of ERE for 24 hours. At the end of the incubation, the culture 
medium was collected and the levels of TNF-α were measured using the 
ELISA method. Data represent mean ± SD. (+): LPS treatment. *** : 
P<0.001 vs. cells treated with LPS only (0 ㎍/㎖).

Fig. 6. Effect of ERE on LPS-stimulated IL-6 release. Mouse peritoneal 
macrophages were stimulated with 100 ng/㎖ LPS in the presence of ERE 
for 24 hours. At the end of the incubation, the culture medium was 
collected and the levels of IL-6 were measured using the ELISA method. 
Data represent mean ± SD. (+): LPS treatment. *** : P<0.001 vs. cells 
treated with LPS only (0 ㎍/㎖). 

Fig. 7. Effect of ERE on LPS-stimulated IL-12 release. Mouse peritoneal 
macrophages were stimulated with 100 ng/㎖ LPS in the presence of ERE 
for 24 hours. At the end of the incubation, the culture medium was 
collected and the levels of IL-12 were measured using the ELISA method. 
Data represent mean ± SD. (+): LPS treatment. *** : P<0.001 vs. cells 
treated with LPS only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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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수가 활성화된 대식세포의 IκBα 분해에 미치는 영향
    甘遂 추출물이 IκBα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식
세포에 50, 200, 400 ㎍/㎖의 농도로 甘遂추출물을 30분간 전처리
한 후에 LPS로 30 분간 자극하였다. 세포를 회수하여 Western 
blot 분석법으로 측정한 결과 LPS만 넣은 세포는 IκBα가 완전히 
분해되었으며 甘遂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에서는 IκBα 분해가 약하
게 억제되었다(Fig. 8). 

Fig. 8. Effect of ERE on LPS-stimulated IκBα degradation. Mouse 
peritoneal macrophages (3×106 cells) were pre-treated with ERE for 30 min 
followed by stimulation with LPS (100 ng/㎖). The whole cell protein was 
extracted and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tubul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9. 감수가 활성화된 대식세포의 JNK, p38, ERK 활성에 미치는 영향
    甘遂 추출물이 LPS의 자극으로 인한 MAPK활성에 미치는 영향
을 관찰하기 위해 대식세포에 50, 200, 400 ㎍/㎖의 농도로 甘遂추
출물을 30분간 전처리한 후에 LPS를 30 분간 자극하였다. 세포를 
회수하여 Western blot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LPS만 넣은 세포
에서는 JNK, p38, ERK의 인산화가 나타났다(Fig. 9). JNK 인산화의 
경우 모든 농도에서  甘遂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완전히 억
제되었고, p38의 인산화는 400 ㎍/㎖의 甘遂추출물을 처리한 실험
군에서 억제되었다. ERK 활성도 JNK와 마찬가지로 모든 농도에서 
억제되었다.

Fig. 9. Effect of ERE on LPS-stimulated IκBα degradation. Mouse 
peritoneal macrophages were pre-treated with ERE for 30 min followed by 
stimulation with LPS (100 ng/㎖). The whole cell protein was extracted and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tubul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고    찰

    甘遂(Euphorbiae kansui radix)는 大戟科에 속한 다년생 육질
초본인 甘遂의 塊根을 건조한 것으로, 봄에 開花前 혹은 늦가을에 

莖葉이 枯萎한 후 채취하여 外皮를 제거하고 晒乾한 것이다14). 약
리적으로 甘遂는 瀉下, 利尿 작용을 나타내며 주로 胸水, 腹水, 간
경화나 삼출성늑막염, 腎炎의 水腫 등에 응용할 수 있다15). 또한 面
目의 浮腫, 胸痛, 脇痛, 胸熱感, 短氣, 口燥 등의 증후와 腹水로 인
한 腹滿, 腹痛 그리고, 水毒의 留滯로 인한 小便難, 脚氣 등도 甘
遂가 치료한다24)고 하였다. 이는 甘遂가 水毒이 胸腹에 結聚한 것
을 破하고, 通利하며, 利尿에 의하여 이것을 제거하는 逐水의 효능
이 있기 때문이다. 『傷寒論』에서 甘遂는 結胸證을 치료한다고 기술
되어 있는데, 이는 염증성의 胸水나 腹水, 혹은 腸閉塞으로 장관에 
가스나 삼출액이 저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25). 『神農本草經』에서는 
甘遂를 下藥으로 분류하고 苦寒 有毒하며, 留飮宿食이 정체하여 형
성된 소화기계통의 大腹疝瘕腹滿을 풀고 水穀이 원활하게 통과하도
록 한다26)고 하였다. 
    甘遂는 문헌적으로 여러 저자들이 毒性을 제시하였다27). 이에 
따라 甘遂는 1996년부터 시행된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에 
중독 우려 한약재 품목에 분류되어28), 임상에서는 다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실험용 쥐에
게 90일간 甘遂추출액을 경구 투여하여 甘遂의 독성을 분석한 결과 
유독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19). 홍16)은 임상적으
로 첩당 2 g까지 사용하여 설사를 한 후 몸이 가벼워지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염증은 일종의 보호반응으로서 세포손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
거할 뿐만 아니라, 손상의 결과로 생긴 괴사세포와 조직을 제거함으
로써 생체조직의 기질변화를 초래하는 침습에 대한 생체의 방어기
전이다29). 급성 염증으로 해로운 자극이 제거되어 손상된 조직이 수
복되지만, 손상이 지속되면 만성 염증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화학매개체에는 히스타민, 세로토닌, 프로스타글란딘, 류코트
리엔, 사이토카인(cytokines), NO 등이 있다7,30). 
    대식세포는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항원을 탐식
하고 동시에 항원제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4). 기능적으로는 염증
매개물질인 TNF-α를 분비시킴으로써 신경병증성 통증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31).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 세포 크기가 증
가하고, 용해소체 효소의 함량이 증가하고, 더 활발한 대사와 섭취
한 미생물을 살균하는데 더 큰 능력을 갖는다. 활성화 신호에는 
LPS, 다른 미생물의 생산물, 활성화된 T 림프구에서 분비된 사이토
카인, 급성 염증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매개체, 섬유결합소와 같
은 세포외바탕질 등이 있다. 활성화 이후에는 생물학적으로 활발하
고 다양한 생산물을 분비하는데, 분비가 억제되지 않으면 만성 염증
의 특징인 조직손상과 섬유증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로 생
기는 생산물은 중성 단백질 분해효소, 활성산소종(ROS)과 NO, 아라
키돈산(AA) 대사물(eicosanoids), IL-1과 TNF-α와 같은 사이토카
인, 다양한 성장인자 등이 있다7). 이러한 대식세포는 내독소
(endotoxin)인 LPS에 의해 활성화되는데, 이는 내인성발열원
(endogenous pyrogen)인 TNF-α와 IL-1에 대비하여 외인성 발열
원(exogenous pyrogen)이라 부르며, 백혈구를 자극함으로써 사이
토카인을 분비하도록 자극하여 아라키돈산을 프로스타글란딘으로 전
환하는 COX의 수치를 증가시킨다7). IFN-γ는 사이토카인의 일종으
로서 대식세포, NK 세포, 혈관내피세포 등을 활성화 시키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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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서 MHC class Ⅰ 및 class Ⅱ의 분자발현을 증강시키는 역
할을 한다4). 이러한 배경하에 본 실험에서는 LPS와 IFN-γ를 대식
세포에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화학 매개체와 염증 반응시에 나오는 신호전달물질들을 
측정하여, 甘遂의 항염증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甘遂추출액 투여 후의 대식세포의 생존률을 MTT방법으로 측정
하였다. 甘遂추출액을 2, 10, 50, 100, 200, 400 ㎍/㎖의 농도로 
투여한 결과 400 ㎍/㎖의 농도로 처리한 군에서 유의성 있게 생존
률이 낮게 측정되었다. 복강세포는 ex vivo 조건에서 숫자가 증가
하지 않으므로 MTT 방법에 의한 흡광도 증가는 세포내 
dehydrogenase 활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00 ㎍/㎖에서 나타난 formazon 흡광도의 증가는 세포 활성의 증
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세포독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NO는 기체형태의 무기 저분자 라디칼로서 신경전달 기능, 혈액
응고 및 혈압 조절 기능, 암세포에 대항하는 면역 기능 등의 역할이 
알려져 있으며, 반감기가 매우 짧고, NOS에 의해 L-arginine으로
부터 합성되며32), 다양한 기능을 매개한다. 중추신경계에서는 혈류
와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조절하며, 탐식세포에서는 미생물과 종양세
포를 죽이는데 사용되고, 내피세포에서는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혈관
을 확장시킨다7). NOS는 1형(nNOS), 2형(iNOS), 3형(eNOS)의 세가
지 형태가 있으며, 이 중 주로 염증과 관련되는 것은 2형인 iNOS로
서 IL-1, TNF-α, IFN-γ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LPS에 의해
서 유도된다7,33). Lawand 등34)은 실험을 통해 말초 조직에서 NOS
를 억제하여 염증성 통증을 줄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실험에서 
甘遂의 항염증효과를 보기 위해 NO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 200, 
400 ㎍/㎖의 농도로 처리한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
었다. iNOS 측정 결과 200, 400 ㎍/㎖의 실험군에서 유의성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것으로 보아 甘遂 추출물에는 항염증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NO 억제는 iNOS 억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
단된다. 
    COX는 세포막의 주성분인 arachidonic acid의 대사에 관여하
는 효소로서35), 프로스타글란딘E2(PGE2), 프로스타글란딘D2(PGD2), 
프로스타글란딘F2α(PGF2α), 프로스타사이클린(PGI2)와 트롬복산
A2(TXA2)를 생산한다7). COX는 COX-1과 COX-2로 구분되며, 
COX-1은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효소로 아교세포를 포함해서 신장, 
위, 혈소판과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조직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며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한 prostaglandin 합성에 관여한
다7). COX-2는 주로 염증이 진행되는 동안에 microglia cell이나 
astrocyte에서 유도되어 통증과 발열을 가져오는 매개물을 생성한
다36). Western blot 분석법으로 COX-2의 발현량을 관찰한 결과 
甘遂추출물을 10, 50 ㎍/㎖의 농도로 처리한 실험군에서 COX-2의 
단백질의 발현량이 더 강하게 나타났으나, 200 ㎍/㎖의 농도로 처
리한 실험군에서는 많이 억제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400 ㎍/㎖
의 농도로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단백질 발현이 완전히 억제되었다. 
이는 농도의존적으로 甘遂가 항염증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토카인(cytokines)은 백혈구가 분비하는 물질 중 항체 외의 
모든 화학물질을 집합적으로 총칭하며37),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에 관
여하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서 미생물과 여러 가지 항원에 

대한 반응으로 생성된다5). LPS와 같은 세균 성분에 의해 자극을 받
은 대식세포는 TNF-α, IL-6, IL-12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며 이들 사이토카인은 혈관내피세포를 활성화하여 백혈구의 
누출을 유도하고, 간에서 급성기 단백질을 합성하도록 유도한다38). 
    TNF-α는 내피세포와 호중구를 활성화하고, 시상하부에 작용하
여 열생산을 자극하며, 근육과 지방의 이화작용을 주관하고, 세포자
멸사(apoptosis)를 이끄는 것이다5). IL-6는 선천면역과 적응면역 모
두에서 기능하는 사이토카인이며 단핵 포식세포, 혈관 내피세포, 섬
유아세포 등에서 생성되며, 미생물이나 다른 사이토카인 특히, IL-1
과 TNF-α에 자극받는 세포에서 생성되고, 간세포의 급성단계 단백
질 합성을 자극하여 염증의 전신적 효과를 야기시키며, 호중구의 생
산을 유도한다. 적응면역에서는 항체 생성자로 분화되어가는 B 림프
구의 성장을 자극하고, 종양성 형질세포(골수종)에 대한 성장 인자
로서 작용한다5). IL-12는 세포내 미생물에 대한 초기 선천면역반응
의 주요 매개자이고, 미생물에 대한 적응면역반응의 중요한 유도자
이다. NK세포와 T세포를 자극하여 IFN-γ를 분비하게 하며, CD4+ 
보조 T 세포를 IFN-γ-생산TH1세포로 분화하도록 자극하고, 활성화
된 NK세포와 CD8+ 세포 용해성 T세포의 세포 용해 기능을 증진시
키는 역할을 한다5). TNF-α, IL-6, IL-12의 분비량을 측정한 결과, 
甘遂추출물은 모든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TNF-α의 분비를 유
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IL-6분비량 측정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
성 있게 IL-6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나타났고, 그 효과는 농도의
존적이었다. 이는 甘遂의 성분 중 일부인 Kansuinine A 와 B로 
IL-6의 억제 효과를 측정하여 항염증 효과를 측정한 Chang22) 등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IL-12 분비량 측정 결과, IL-6와 유사하게,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가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농도의
존적이었다. 
    IκBα는 세포질 내에서 κB의 억제제(inhibitors of κB)라 불리
며, 이는 세포질에서 기능적으로 NF-κB와 결합하여 그 기능을 불
활성화시킨 상태로 유지시키다가 LPS나 TNF-α, IL-1 같은 염증성 
cytokine을 비롯하여 바이러스, 자외선 등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다39). 이러한 자극은 NF-κB에 결합된 IκBα가 인산화되고, 이어서 
ubiquitin ligase complex에 의해 IκBα의 lysine 잔기가 
ubiquitination이 되어 26S proteasome에 의해 분해되면서 NF-κ
B는 핵내로 자유롭게 이동하게 된다40). 이렇게 전사된 NF-κB는 T
세포의 활성에 관여하고, 미생물 산물 및 TNF-α나 IL-1 같은 염증
성 사이토카인의 합성을 촉진한다5,40). IκBα 함량을 측정하여 NF-κ
B의 작용이 저해되는지를 살펴 본 결과, IκBα는 대조군에서는 완전
히 분해되었으나 甘遂추출물을 처리한 모든 농도의 실험군에서는 Iκ
Bα 분해가 억제되었으며 특히, 400 ㎍/㎖의 농도로 甘遂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강하게 억제되었다. 
    ERK, JNK, p38은 대표적인 MAP kinase(mitogen-stimulated 
protein kinase) 경로에서 발현되는 효소나 단백질이다12). MAP 
kinase는 진핵세포의 신호전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련의 
단백질 인산화효소를 말한다. 고등 진핵세포에서 MAP kinase는 세
포의 성장 및 분화에 모두 관여하는 조절인자이다41). 활성화된 ERK
는 Elk라 불리는 단백질을 인산화하고, 이는 AP-1(activation 
protein-1) 전사 인자의 성분인 Fos의 전사를 자극한다. JN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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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1 전사 인자의 두 번째 성분인 c-Jun을 인산화한다. 이후 Fos
와 인산화된 c-Jun이 결합하여 활성화된 AP-1을 형성하고 이것이 
NF-κB와 결합하여 핵내에서 각종 염증 반응에 관여하게 된다. p38
은 그 기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흔히 염증 반응과 세포 죽음에 관
여된다고 알려져 있다5,41-43). 실험에서 JNK 인산화의 경우 甘遂추출
물을 50 ㎍/㎖의 농도로 처리한 실험군부터 완전히 억제되었고, 
p38의 인산화는 400 ㎍/㎖의 농도로 처리한 실험군에서 억제되었
다. ERK 활성 또한 모든 실험군에서 강하게 억제되었다.
     甘遂의 항염증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염증성 화학 매
개체와 신호 전달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염증에 유효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
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甘遂의 항염증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LPS로 활성화된 마우스 
복강 대식세포의 甘遂에 대한 생존률 및 NO, iNOS, COX-2, 
TNF-α, IL-6, IL-12의 발현과 세포내 염증 반응에 필요한 신호전
달과 관련된 IκBα, ERK, p38, JNK의 활성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甘遂추출물은 400 ㎍/㎖ 까지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甘遂추출물은 LPS와 IFN-γ로 대식세포를 활성화했을 때 iNOS 
발현 억제를 통해 NO 분비를 감소하였다.
    甘遂추출물은 LPS로 자극한 COX-2 합성을 억제하였다. 
    甘遂추출물은 LPS로 활성화된 대식세포의 TNF-α, IL-6, 
IL-12 분비를 억제하였다. 
    甘遂추출물은 LPS에 의한 IκBα 분해를 약하게 억제하였고 
JNK, ERK 및 p38 단백질 활성을 강하게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甘遂는 LPS로 활성화된 대식세포에서 NO, 
iNOS, COX-2, TNF-α, IL-6, IL-12의 생성 및 발현을 억제하는 
항염증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IκBα, MAP kinase의 인산화를 억
제하는 기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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