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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ve been no published studies concerning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corn silk on colon cancer 

cells. Thu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n silk extract containing high levels of maysin on in-

flammation and its mechanism of action in colon cancer cells. SW 480 human colon cancer cells were treated with 1 μg/mL 

of lipopolysaccharide (LPS) to induce inflammation, and next they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orn silk ex-

tract (0, 5, 10 and 15 μg/mL). The concentrations of nitric oxide (NO) were determined. The mRNA expressions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2 (COX-2), tumor necrosis factor α (TNF-α), inter-

leukin-1beta (IL-1β) and interleukin-6 (IL-6), were determined.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protein expressions of nuclear factor-kappa B (NF-κB) and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and the latter 

consists of extracellular signal-related kinase (ERK), c-jun NH2-terminal kinase (JNK) and p38 MAP kinase (p38). 

The concentration of NO and the mRNA expression of iNOS were significantly and dose-dependently decreased in 

the corn silk-treated groups (P＜0.05). The mRNA expression of TNF-α, IL-1β and IL-6 were significantly in-

creased in the LPS-treated group (P＜0.05), but these expressions were significantly and dose-dependently de-

creased in the corn silk treated groups (P＜0.05). The protein expressions of NF-κB (in a dose-dependent fash-

ion), ERK (at 10 and 15 μg/mL), JNK (at 15 μg/mL) and p38 (at 10 and 15 μg/mL) were significantly de-

creased with corn silk treatments (P＜0.05). In conclusion, corn silk extract containing high levels of maysin 

seems to inhibit the LPS-induced inflammatory responses in SW480 colon cancer cells via the NF-κB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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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순이었고, 여

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순으로 높았다

(National Cancer Center 2016).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후로 폐암, 간암 및 위암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다르게 대장암의 연령 표준화 사망

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Jung 등 2017). 대장암의 

발병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며, 적은 신체 활동, 붉은 고기와 가공

육의 섭취, 음주와 비만 등이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an & Chen 2016). 부적절한 

식생활과 비만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체내 염증 

증가는 대장암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 등 2016). 

염증이란 세균 감염, 조직의 손상에 대한 인체의 

국소적인 반응으로 발적, 종창, 발열 및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Coussens & Werb 2002). 급성

적인 염증에서는 면역세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

균을 제거하고 체내의 환경을 정상상태로 돌리는 

과정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식세포의 

활성화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염증매개물질 분비를 

통해 과도한 염증반응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염

증반응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다양한 사이토카인

(cytokine)들이 과다 분비되어 대식세포의 기능이 손

상되고, 혈관 내피 기능 이상, 산화 스트레스 및 만

성 염증을 유발하고, 일부는 암으로도 진행된다고 

보고되어 있다(Schäffler 등 2006; Lin & Karin 2007; 

Park & Spurlock 2012).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

으로는 TNF-α, IL-1, IL-6 등이 있으며, IL-1은 대부

분의 세포에 존재하며 T세포와 B세포의 자극제 역

할을 하는 선천성 면역반응의 중요한 조절인자이다

(Dinarello 2013). IL-6은 염증반응의 초기에 관여하는

데, 염증 초기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고 B세포

가 항체 생성 세포로 분화하도록 한다(Lin 등 2000). 

TNF-α의 분비 증가는 여러 염증 관련 질환을 유발

한다고 알려져 있다(Ruan 등 2002; Andrade-Oliveira 

등 2015; Castoldi 등 2016). 염증반응이 없는 암 환

자들보다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보이는 암 환자의 

경우 암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후에 암이 재발하거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Yoon 2012). 따라서 염증을 

억제하는 것은 암의 발병뿐만 아니라 암의 치료에

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수수는 벼과에 속하는 1년 초본으로 남미가 원

산지인 세계 식용작물 중 하나이다. 과실은 식용이

나 동물사료로 사용되어 왔지만 부산물인 옥수수수

염(Zeamays L.)은 최근까지도 사용목적이 없어 폐기

되어 왔다(Hasanudin 등 2012). 예로부터 옥수수수염

은 옥발, 옥미발, 옥촉서예라고도 불리웠고 황색-담

갈색을 띄며 비뇨계 감염과 질병 치료에 사용되어 

베트남, 중국, 남미 등지에서는 요도결석, 신장염, 

당뇨병 치료 및 이뇨제로 사용되어 왔다(Grases 등 

1993; Min 등 2010). 옥수수수염에는 메이신(maysin)

을 비롯한 apimaysin, methoxyamaysin 등의 물질들이 

특이적으로 존재한다. 특히, 메이신은 옥수수수염에 

함유된 대표적인 생리활성물질로 옥수수의 해충인 

회색담배나방 유충(corn earworm)의 생육을 억제하

고, 종양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 및 라디칼 

소거활성 등이 보고되었다(Byrne 등 1996). 농촌진흥

청은 옥수수수염에서 메이신 등 생리활성물질을 분

리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메이신의 생리활성 

스크리닝 및 효능 검증에 대한 연구들을 보고하였

다(Kim 등 2014). 

옥수수수염 추출물 또는 메이신의 처리가 대식세

포에서 유도성 산화질소 생성효소(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와 산화질소(nitric oxide, NO)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Kim 등 2004). 또한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in vitro, in vivo 실험에서 신경 

세포의 독성 및 염증을 감소시켜 뇌신경을 보호하

고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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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등 2004; Kim 등 2005). 그러나 옥수수수염 추

출물이 염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

고되고 있고, 암세포에서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연

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 대장암세포인 SW480 세포에서의 항

염증 효과와 그 기전을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

행되었다. 

연구방법

1. 실험재료

세포배양에 필요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Nutrient Mixture F-12(DMEM/F-12), fetal bo-

vine serum(FBS), penicillium, streptomycin, phophatate 

buffered saline(PBS), trypsin-EDTA는 Welgene(Daegu, 

Korea)에서, isopropanol은 Samchun(Pyeongtaek, Korea)에

서, transferrin은 Gibco BRL(NY, USA)에서, bovine se-

rum albumin(BSA), selenium, Griess reagent, Tri re-

agent와 chloroform은 Sigma(St. Louis, USA)에서, anti-

body(β-actin, NF-κB, ERK, JNK, p38)는 Cell 

Signaling(Danvers, USA)에서 구입하였다. 옥수수수염 

추출물(corn silk extract, CSE)은 농촌진흥청에서 제

공받았다. 추출물 제조를 위해 사용된 옥수수수염에

는 메이신 함량이 2,783 mg/100 g이었으며, 1 kg의 

옥수수수염에서 3.5 g의 추출물을 얻었으며, 옥수수

수염 추출물의 메이신 함량은 400 mg/1,000 mg 옥

수수수염 추출물이다. 

2. 세포배양

인체 대장암 세포주인 SW480은 한국 세포주 은

행(Korea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실험하였다. SW480은 10% FBS, 100 units/mL penicillium, 

100 μg/mL streptomycin을 첨가한 DMEM/F-12를 배양액으

로 습윤한 5% CO2, 37oC incubactor에서 배양하고 세

포의 밀도가 70∼80%가 되면 trypsin-EDTA를 처리하

여 계대배양하였다. 모든 실험은 FBS가 함유되지 

않은 serum free medium(SFM, 0.01% BSA, 5 μg/mL 

transferrin, 5 ng/mL selenium, 100 units/mL pen-

icillium-100 μg/mL streptomycin)으로 진행하였다. 

3. 세포증식능 실험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대장암세포 SW480의 증식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etrazolium-based 

colorimetric assay(MTT assay)를 실시하였다. 24 well 

plate에 세포를 1.5×104 cells/mL로 분주하고 48시간 

배양 후 SFM으로 교환한 다음 24시간 배양하고 옥

수수수염 추출물을 농도별(0, 5, 10, 15 μg/mL)로 

SFM에 희석하여 처리하였다. 옥수수수염 추출물

을 농도별로 분주한 plate를 습윤한 5% CO2, 37oC 

incubactor에서 시간별(0, 24, 48, 96시간)로 배양하였

다. 각 배양시간이 끝나면 MTT assay로 세포증식을 

측정하였다.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암세포에서 염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LPS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

하였다. 세포증식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24 well 

plate에 세포를 1.5×104 cells/mL로 분주하고 48시간 

배양 후 SFM으로 교환한 다음 24시간 배양하고 

LPS를 1 μg/mL로 처리하고 옥수수수염 추출물은 

0, 5, 10, 15 μg/mL로 처리하여 24시간 습윤한 5% 

CO2, 37oC incubactor에서 배양하고 MTT assay를 하

였다.

4. 염증 관련 실험 

1) NO 생성량 측정

NO의 농도는 배양액의 nitrite 농도를 Griess re-

agen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장암세포를 100 mm 

dish에 1.5×105 cells/mL 농도로 10 mL 분주하고, 48시간 

배양 후 SFM으로 교환하였다. 24시간 배양 후 LPS

는 1 μg/mL, 옥수수수염 추출물은 0, 5, 10, 15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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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for real time PCR.

Gene1) Primer Sequence2)

COX-2 Forward 5’-TCCTTGCTGTTCCCACCCATG-3’

Reverse 5’-CATCATCAGACCAGGCACCAG-3’

iNOS Forward 5’-CGGTGCTGTATTTCCTTACGAGGCGAA-3’

Reverse 5’-GGTGCTGTCTGTTAGGAGGTCAAGTAA-3’

TNF-α Forward 5’-CAGAGGGAAGAGTTCCCCAG-3’

Reverse 5’-CCTTGGTCTGGTAGGAGACG-3’

IL-1β Forward 5’-GTAGCCCACGTCGTAGCAAA-3’

Reverse 5’-CCCTTCTCCAGCTGGGAGAC-3’

IL-6 Forward 5’-CCAGTACCCCCAGGAGAAGA-3’

Reverse 5’-CAGCTCTGGCTTGTTCCTCA-3’

β-actin Forward 5’-AGGTCATCACTATCGGCAAT-3’

Reverse 5’-ACTCATCGTACTCCTGCTTG-3’
1) COX-2: cyclooxygenase-2,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L-1β: interleukin 1 beta, IL-6: interleukin 6, TNF-α: tumor 
necrosis factor α, β-actin: beta-actin

2) T: thymine, A: adenine, C: cytosine, G: guanine

로 처리하여 24시간 습윤한 5% CO2, 37oC incubactor

에서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나면 상층액 100 μL를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Griess reagent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microplate 

reader(infinite 200, Tecan, Groedig, Austria)를 이용하

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 사이토카인(TNF-α, IL-1β, IL-6), iNOS 및 

COX-2 mRNA 발현 

대장암세포를 100 mm dish에 1.5×105 cells/mL 농

도로 10 mL 분주하고, 48시간 배양 후 SFM으로 교

환하였다. 24시간 배양 후 LPS는 1 μg/mL, 옥수수

수염 추출물은 0, 5, 10, 15 μg/mL로 처리하여 24시

간 습윤한 5% CO2, 37oC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나면 세포를 수집하여 PBS로 2회 세척 후 

Tri reagent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RNA sample은 ELISA microplate reader(infinite 200, 

Tecan, Groedig, Austria)로 260 nm, 28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농도를 계산하였다. cDNA로 역전사 

시키기 위하여 SuperScript kit(invitrogen, Carisbad, 

USA)를 사용하였다. 5 μg으로 정량한 total RNA를 

tube에 준비하고 Oligo DT 1 μL를 포함한 총량이 

12 μL가 되도록 DEPC water를 첨가하여 70oC에서 

10분 배양하고 reaction mixture(5X first standard 

buffer 4 μL, 0.1M DTT 2 μL, 10 mM NTP 1 μL) 7 μL

를 첨가해 72oC에서 5분 배양한 후, superscript Ⅱ 

reverse transcriptase 0.5 μL씩 첨가해 42oC에서 1시

간 45분, 70oC에서 15분 배양하였다. 여기에 RNase 

H 0.5 μL를 넣어 37oC에서 1시간 배양하고 DEPC 

water 80 μL를 가하여 실험 시까지 −20oC에 보관

하였다. 

Real time PCR을 실행하기 위해 cDNA sample 

2 μL에 SYBP Green Master Mix(Apllied biosystems, 

CA, USA) 10 μL, forward/reverse primer(Table 1)를 

각각 1 μL와 Nuclease free water 6 μL를 넣고 

Applied Biosystems StepOne(Apllied biosystems, CA, 

USA) software v2.1을 사용하여 95oC에서 10분 반응

시킨 후 95oC에서 15분, 60oC에서 1분 반응시키고, 

95oC에서 15분, 60oC에서 1분, 95oC에서 15분으로 

40 cycles을 반응시켰다. 실험결과는 Applied Biosystems 

StepOne(Apllied biosystems, CA, USA) software v2.1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T방법으

로 계산하였고 3번 반복 실험을 진행하였다. 

3) NF-κB와 MAPKs(ERK, JNK, p38) 단백질 발현 

실험 

세포는 total RNA를 추출하기 위한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배양하였다. LPS와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dish의 medium을 

제거하고 cold PBS로 세척하고 1 mL의 PBS를 넣고 

cell scraper로 세포를 수집하였다. 1X RIPA lysis buf-

fer(Cell signaling, Danvers, USA) 400 μL를 첨가하

여 세포 균질액을 얻은 후 실험 시까지 −70oC에 보

관하였다. Bio-rad protein assay kit(Bio Rad, Hercules, 

USA)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하여 50 μg의 단백

질을 SDS-PAGE(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로 분리하고 membrane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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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s of corn silk extract (CSE) on cell proliferation in SW480 cells. The effect of corn silk extract (CSE) on viable cell 
numbers were estimated by the MTT assay (A). The effect of Effects of corn silk extract (CSE) on viable cell numbers were 
estimated by the MTT assay. SW480 cells were plated in 24 well plates at a density of 1.5×104 cells/mL. After 48 h, the 
medium was replaced with serum-free media (SFM) to induce serum starvation for the next 24 h. After an overnight in-
cubatio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orn silk extract (0, 5, 10, 15 μg/mL). An MTT assay was 
performed at every 0, 24, 48, and 96 h during experimental treatments. The effect of corn silk extract (CSE) and LPS on 
viable cell numbers after 24 h incubation was measured by the MTT assay (B). The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
centrations of corn silk extract (0, 5, 10, 15 μg/mL)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LPS to induce inflammation (1 μg/mL) 
for 24 h and then MTT assay was performed. Each graph represents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b: 
Th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 at α=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LPS, lipopolysaccharide.

그 후 5%의 nonfat dry milk나 BSA에 일차 antibody 

(β-actin, ERK, JNK, p38, NF-kB)를 1:1,000으로 희

석하여 4oC에서 overnight하였다. 다음날 TBST(Tris 

buffer saline-Tween; 200 mM Tris, 1.37M Nacl, pH 

7.6, 0.1% Tween 20)로 3번 세척한 후 anti-mouse나 

rabbit IgG로 3시간 실온에서 배양 후 다시 TBST로  

3번 세척하였다. 발색시약을 이용하여 20초∼1분간 발

색시킨 후 X-Omat Film(Kodak)으로 현상하여 imag-

ing program인 Image J launcher(provided by NCBI)를 

사용하여 밴드의 밀도를 측정하였다.

5.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23,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평

균과 표준오차를 계산하였고, ANOVA 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각 군 간의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모든 실험

은 독립적으로 3회 이상 실시하였다.

결 과

1. 암세포 증식능력 측정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대장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한 MTT assay 결과는 Fig. 1과 같다.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농도별(0, 5, 10, 15 μg/mL)로 

첨가하여 0, 24, 48, 96시간 배양한 결과, 배양시간 

48시간까지는 증식 억제 효과가 없었으나, 96시간 

배양하면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증식이 억제되었다

(Fig. 1A)(P＜0.05). 염증을 유발한 후 옥수수수염 추

출물이 암세포에서 염증과 관련한 인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세포에 LPS를 처리하였다. 염

증을 유발하기 위한 LPS 처리가 세포증식에 영향이 

없는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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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s of corn silk extract (CSE) on NO concentration (A) and the mRNA expression of iNOS (B) in LPS-stimulated SW480 
cells. After SW480 cell was divided by 1.5×105 cells/mL in a 100 mm dish and incubated for 48 h, the medium was re-
placed with SFM. SFM was treated with 1 μg/mL of LPS and corn silk extract concentration of 0, 5, 10, 15 μg/mL and in-
cubated another 24 h in a 37oC 5% CO2 incubator. After incubation, 100 μL of the supernatant was dispensed into a 
96-well plate. Griess reagent was added to determine NO concentration (A). At the end of incubation, the cells were col-
lected, washed twice with PBS, and extracted with Tri reagent to obtain total RNA from sample. Total RNA was isolated 
and real-time PCR was performed for iNOS (B). Each graph represents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b: Th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 at α=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O, nitric oxide; iNOS, inducible nitric oxide.

서 예비실험을 한 결과 LPS와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함께 처리한 후 24시간 배양 시에 세포증식에 영향

이 없었으므로 다른 실험에서의 배양조건을 이와 

같이 하였다(Fig. 1B). 

2. NO 생성과 iNOS mRNA 발현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염증상태를 억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NO의 생성과 NO를 생성하는 유도효

소인 iNOS의 mRNA 발현을 측정한 결과, LPS만을 

처리한 군에서 NO의 생성과 iNOS mRNA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처리

하였을 경우 농도 의존적인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

다(P＜0.05)(Fig. 2).

3. 사이토카인(TNF-α, IL-1β, IL-6)과 COX-2 mRNA 

발현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사이토카인 TNF-α, IL-1β, 

IL-6과 COX-2의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real-time PCR을 시행한 결과는 Fig. 3, 4

와 같다. TNF-α, IL-1β, IL-6의 mRNA 발현은 LPS

만을 처리한 군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옥수수수

염 추출물을 첨가하면 TNF-α와 IL-1β는 농도 의

존적으로 발현이 감소하였고, IL-6은 농도가 증가하

면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P＜0.05) 처리 

농도 10과 15 μg/mL 에서는 차이가 없었다(Fig. 3). 

COX-2의 mRNA의 발현도 LPS만을 처리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처리

한 군에서는 10과 15 μg/mL에서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P＜0.05)(Fig. 4).

4. NF-κB와 MAPKs(ERK, JNK, p38) 단백질 발현

SW480 대장암세포에서 염증과 관련된 단백질인 

NF-κB 및 MAPKs(ERK, JNK, p38)의 단백질 발현

을 실험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NF-κB의 발현은 

LPS만 처리 시 증가하였다가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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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s of corn silk extract (CSE) on the mRNA expression of TNF-α, IL-1β and IL-6 in LPS-stimulated SW480 cells. After 
SW480 cell was divided by 1.5×105 cells/mL in a 100 mm dish and incubated for 48 h, the medium was replaced with 
SFM. SFM was treated with 1 μg/mL of LPS and corn silk extract concentration of 0, 5, 10, 15 μg/mL and incubated an-
other 24 h in a 37oC, 5% CO2 incubator. At the end of incubation, the cells were collected, washed twice with PBS, and 
extracted with Tri reagent to obtain total RNA from sample. Total RNA was isolated and real-time PCR was performed. 
Each graph represents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b: Th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
ferences among group at α=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NF-α, tumor necrosis factor α; IL-1β, 
interleukin 1 beta; IL-6, interleukin 6.

처리하면 농도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P＜0.05). ERK, JNK, p38도 LPS만 처리 시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ERK는 옥수수수염 추출물 10과 

15 μg/mL에서 유의적인 감소가 있었고(P＜0.05), 

JNK는 옥수수수염 추출물 15 μg/mL에서만 유의적

인 감소가 있었으며(P＜0.05), p38은 10과 15 μg/mL

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고 찰

옥수수수염의 주요 생리활성물질인 메이신은 플

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산화에 안정적이고 항비만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Grases 등 

1993; Byrne 등 1996; Min 등 2010). 그러나 암세포

에서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및 기전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대장암세포인 SW480 세포에서 옥수수수염 추출

물의 항염증 효과를 조사하고 그 기전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W480 

대장암세포는 대장암의 구조적 및 생리학적 특성 

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포이다(Cha 등 2017). 

염증 유발을 위해 사용한 LPS는 그람음성의 세포벽

에 있는 내독소로써 다양한 염증전(proinflammatory) 

생성을 특징으로 한다(Triantafilou & Triantafilou 2005). 

SW480 대장암세포에 LPS를 처리하면 NADPH 산화

효소(NADPH oxidase)에 의하여 대장암세포 분열능

력이 감소하므로(Cha 등 2017), SW480 대장암세포

에 LPS 첨가로 인한 세포 성장에 대한 독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하였다. 그 결과 LPS 

처리 후 24시간 배양이 세포증식에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모든 실험은 LPS와 옥수

수수염 추출물의 처리시간을 24시간으로 시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옥수수수염 추출물 처리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산과 iNOS의 mRNA 발현이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 NO는 활성산소의 일종으로 NO 

합성효소(NO synthase, NOS)에 의하여 L-아르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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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s of corn silk extract (CSE) on the mRNA ex-
pression of COX-2 in LPS-stimulated SW480 cells. 
After SW480 cell was divided by 1.5×105 cells/mL in 
a 100 mm dish and incubated for 48 h, the medium 
was replaced with SFM. SFM was treated with 
1 μg/mL of LPS and corn silk extract concentration 
of 0, 5, 10, 15 μg/mL and incubated another 24 h in 
a 37oC, 5% CO2 incubator. At the end of incubation, 
the cells were collected, washed twice with PBS, and 
extracted with Tri reagent to obtain total RNA from 
sample. Total RNA was isolated and real-time PCR 
was performed. a＞b: Each graph represents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b: 
Th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 at α=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X-2, cyclooxygenase-2.

(L-arginine)으로부터 생성된다(Moncada 1991). NOS의 

일종인 iNOS는 자극을 받으면 NO를 과도하게 생성

시켜 염증반응과 염증매개체의 증가로 염증이 심화

되어 조직의 손상, 유전자 변이 및 신경 손상을 발

생시킨다(Won 등 2006). NO 과다 생성은 대식세포

에서 사이토카인 생성을 증가시키고, COX-2 발현을 

증가시켜 염증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었다(Habib 등 

1997; Tsujii 등 1997). 그러므로 본 실험결과 옥수수

수염 추출물은 iNOS 발현을 감소시켜 NO의 생성을 

억제하여 염증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주요 사이토카인에는 TNF-α, 

IL-1β, IL-6 등이 있으며, 암세포의 생성, 발달, 전

이, 신생혈관 형성 등과 같이 암의 발달단계마다 중

요한 역할을 한다(Lin & Karin 2007). TNF-α는 염

증을 유발하는 종양괴사인자로 과다 생성되면 염증

뿐 아니라 조직 파괴, 장기 손상 등의 병적인 반응

을 악화시킨다. IL-1β는 IL-1의 한 종류로 다양한 

암에서 생성되어 암세포의 전이와 혈관생성유전자, 

성장인자의 발현을 유도하여 암의 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 IL-6는 자가분비인자로

써 다양한 암에서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암세포의 침윤과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in & Karin 2007). 본 연구에서 SW480 

대장암세포에 LPS만을 첨가하였을 때 TNF-α, IL-1

β와 IL-6 mRNA 발현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옥

수수수염 추출물을 처리하면 모든 사이토카인의 

mRNA 발현은 옥수수수염 추출물 처리 농도 10 μg/mL 

이상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단핵구 세포에

서 9∼250 μg/mL 농도의 옥수수수염 추출물 첨가

가 TNF-α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고

(Habtemariam 1998), 카르기닌으로 유도된 쥐 흉막염

(pleurisy) 모델에서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첨가가 

TNF-α, IL-1β, VEGF-α 및 IL-17 농도를 유의적으

로 감소시켰고 이 결과는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항

염증 효과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억제시켰

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Wang 등 2012). 본 연구

에서도 대장암세포에서 옥수수수염 추출물은 염증

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므로 염증상태를 완

화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COX-2는 프로스타글란딘 E2(prostaglandin E2, 

PGE2)와 같은 아이코사노이드(eicosanoid)의 생성을 

유도하는 효소로(Yan 등 2003; Lee 등 2004; Khan 

등 2014) COX-2에 의해 생성되는 PGE2는 모세혈관 

투과성 및 혈류를 증가시켜 발적, 부종 등을 유발하

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등 염

증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Legler 등 2010; Reader 등 2011). 본 연구에서 옥수

수수염 추출물은 1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COX-2

의 mRNA 발현을 감소시켜 염증반응을 억제시킨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염증이 유발되면 전사인자인 NF-κB나 MAPK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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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s of corn silk extract (CSE) on protein expression of NF-κB (A), ERK (B), JNK (C), p38 (D) in LPS-stimulated SW480 
cells. After SW480 cell was divided by 1.5×105 cells/mL in a 100 mm dish and incubated for 48 h, the medium was re-
placed with SFM. SFM was treated with 1 μg/mL of LPS and corn silk extract concentration of 0, 5, 10, 15 μg/mL and in-
cubated another 24 h in a 37oC, 5% CO2 incubator. At the end of incubation, the cells were collected, washed twice with 
PBS. Protein expression was measured by western blot assay. β-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in a densitometric 
analysis. Each graph represents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b: Th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 at α=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uclear factor-kappa B, 
NF-κB; extracellular signal-related kinase, ERK; c-jun NH2-terminal kinase, JNK; p38 MAP kinase, p38.

활성화되어 사이토카인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되고 있다(Baeuerle & Henkel 1994; Hardwick 등 

2001; Bonizzi & Karin 2004; Lea 등 2014). 염증이 

유발되면 NF-κB는 핵막을 통해 핵 안으로 들어가 

핵 안에서 여러 사이토카인과 염증 유도효소의 발

현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Baeuerle & Henkel 

1994; Bonizzi & Karin 2004). 염증반응의 또 다른 경

로로 MAPKs가 활성화되면 세포의 성장, 분열,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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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나 사이토카인에 의한 세포반응을 조절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ERK, JNK 및 p38 등 최소한 3가지의 

신호경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Hardwick 등 2001; 

Lea 등 2014). Quassin, picrasmin 등을 포함한 소태나

무의 추출물이나(Ryu 등 2011) 라이코펜(Cha 등 

2017), 당근 추출물 등(Lee 등 2013) 다양한 천연 화

합물이 NF-κB 활성 억제 및 MAPKs의 인산화를 

유도하여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보고

되었다. 옥수수수염 추출물에 대한 연구에서도 옥수

수수염 물추출물을 처리하면 HepG2/NF-κB 세포와 

마우스에서 LPS 유도에 의한 NF-κB의 발현이 유

의적으로 감소하여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였

다고 보고하였다(Ho 등 2017). 본 연구에서도 옥수

수수염 추출물은 대장암세포에서 NF-κB와 MAPKs 

단백질 발현 모두 처리 농도 15 μg/mL에서 유의적

인 억제가 있었다. 이는 대장암세포에서 NF-κB와 

MAPKs 경로를 통한 사이토카인 생성 억제가 염증 

억제 기전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실험에서 옥수수수염 추출물은 

SW480 대장암세포에서 iNOS mRNA 발현 억제에 

의한 NO 생성 감소, TNF-α, IL-1β와 IL-6과 같은 

사이토카인들의 mRNA 발현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

라 COX-2의 mRNA 발현도 억제시키는 항염증 효과

가 있었으며, 이는 NF-κB와 MAPK 발현을 억제하

는 기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옥수수수염에는 메이신을 비롯한 apimaysin, me-

thoxmaysin 등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다. 

본 연구는 SW480 대장암세포에서 옥수수수염 추출

물의 항염증 효과와 그 기전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

으로 실행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SW480 대장암세포에 농도

별(0, 5, 10, 15 μg/mL)로 처리하여 배양하면 배

양시간 48시간까지는 옥수수수염 추출물은 세포

증식에 영향이 없었으나, 96시간 배양하면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증식을 억제시켰다(P＜0.05). 염증 유

발이 세포증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을 설정

하기 위한 실험에서 염증을 유발하기 위한 LPS 

처리 후 24시간 배양하였을 때 세포증식에 영향

이 없었으므로 이후 모든 실험을 이와 같은 배양

조건으로 시행하였다. 

2. 염증 유발을 위해 LPS를 처리한 군에서 NO 생성

과 iNOS mRNA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면 NO 생성과 

iNOS mRNA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

다.

3. TNF-α, IL-1β와 IL-6의 mRNA 발현은 LPS만 처

리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처리하면 TNF-α와 IL-1β는 농도 의존

적으로 발현이 감소하였고, IL-6은 농도가 증가하

면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0과 15 μg/mL 

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4. COX-2의 mRNA 발현은 LPS만을 처리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옥수수수염 추출물 10과 

15 μg/mL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5. NF-κB mRNA 발현은 LPS만 처리 시 증가하였

다가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처리하면 농도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ERK, 

JNK와 p38 mRNA 발현도 LPS만 처리 시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ERK는 옥수수수염 추출물 10과 

15 μg/mL에서 유의적인 감소가 있었고(P＜0.05), 

JNK는 옥수수수염 추출물 15 μg/mL에서만 유의

적인 감소가 있었으며(P＜0.05), p38은 10과 

15 μg/mL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장암세포에서 옥수수

수염 추출물은 iNOS 발현 억제에 의한 NO 생성을 감소

시켰고, COX-2 발현을 억제하였으며, TNF-α, IL-1β와 

IL-6와 같은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항염증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항염증효과는 NF-κB와 

MAPK 발현 억제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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