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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S를 이용한 염증유도 RAW264.7 세포에서 BENDU381의 항염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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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NDU381, a nutraceutical composed of extracts from green tea (Camellia sinensis), guajava leaves
(Psidium guajava) and rose petals (Rosa hybrida), has been previously shown to improve allergic inflammation and
has also been evaluated for its therapeutic effect on allergic rhiniti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f BENDU381 o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mouse macrophage, RAW264.7 cells, and the molecular
mechanisms responsible for its anti-inflammatory activity. BENDU381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expression of interleukin (IL)-1β, IL-6, and tumor necrosis factor (TNF)-α, as well as cyclooxygenase (COX)-2 an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I the LPS-stimulated RAW264.7 cells. Also, BENDU381 inhibited LPS-induced activation of
nuclear factor (NF)-κB by dampening the activation of the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pathway including c-Jun N-terminal kinase (JNK) and extracellular-signal-regulated kinase (ERK)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media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BENDU381 has strong anti-inflammatory activities
and its effect in the mouse macrophages is mediated by the blockage of NF-κB-JNK/ERK MAPKs signaling pathway.
Key words: BENDU381, anti-inflammatory, macrophage, cytokines, MAPKs

서

론

염증 유도 인자이다. 이들 면역세포가 LPS 자극에 의해 활
성화되면 세포 내 신호전달인자들인 extracellular-signal-

염증은 모든 유형의 신체 상해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비특

regulated kinase(ERK), c-Jun N-terminal kinase(JNK),

이적 면역 반응의 일부로 다양한 생체 면역세포들에 의해

p38과 같은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s(MAPKs)

진행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과다한 염증반응은 동

가 활성화되고, 또한 nuclear factor(NF)-κB와 같은 전사인

맥경화, 관절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 염증 질환의 원인

자가 활성화되어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이 되기 때문에 인체 내의 염증반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cyclooxygenase(COX)-2 등의 염증 관련 효소 증가, 궁극

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Ferrero-

적으로 염증매개물질인 interleukin(IL)-1β, IL-6, tumor

Miliani 등, 2007; Zedler와 Faist, 2006). 이러한 염증반응

necrosis factor(TNF)-α들이 생성되어 염증반응이 일어나

은 대식세포(macrophage)와 같은 선천면역세포가 외부로

게 된다(Bae 등, 2019; Guzik 등, 2003; Nathan, 1992;

부터 침입한 병원체 및 독성물질에 대해 포식작용을 하거나

Tipoe 등, 2007). 따라서 면역세포들의 염증매개물질을 생

염증매개물질들을 분비하여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신체를

성하는 효소의 발현과 활성을 저해하거나 유전자 발현에 있

보호하는 작용을 포함한다(Ferrero-Miliani 등, 2007; Lee

어 주요한 신호전달 역할을 하는 ERK, JNK, p38들과 NF-κ

등, 2000; Wang 등, 2012).

B와 같은 전사인자들의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은 항염증제

Lipopolysaccharide(LPS)는 그람 음성균의 세포 외막에

제로써 활용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

존재하는 물질로 단핵구(monocyte)와 대식세포에 강력한

스테로이드성 및 비스테로이드성 약제를 포함한 다양한 약
제들이 항염증제로 이용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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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부작용들로 인해 장시간 사용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Burns, 2016; Kim, 2004). 따라서 부작용은 없으
면서 장시간 사용해도 안전한 천연물 유래 항염증 소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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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등(2007a; 2007b)은 이전 연구에서 녹차(Camellia
sinensis)잎 추출물, 구아바(Psidium guajava)잎 추출물 그
리고 장미(Rosa hybrida)꽃잎 추출물로 이루어진 천연물

37°C, 5% CO2 조건의 배양기(SANYO Co., Ltd., Osaka,

복합제제인 BENDU381을 이용하여 시험관 및 체내 실험에

세포독성 측정

Japan)에서 실시하였다.

서 히스타민 유리와 류코트리엔의 생합성을 억제하고, 호산

BENDU381의 세포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RAW

구(eosinophil)의 비강 내 침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264.7 대식세포로 3-[4,5-dimethylthiazol-2-yl]-2,5-di-

증명하였다. 또한, 알레르기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Sigma-Aldrich Co.)

시험을 통해 인체 내 안전성과 알레르기 증상 완화효능을

assay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세포 수

확인한 바 있다(Kim 등,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5
를 2×10 cells/mL가 되도록 24-well plate에 분주하여

연구가 되지 않은 BENDU381의 항염증 효능을 알아보기 위

24시간 배양 후 이들 세포에 6.25, 12.5, 25, 50, 100 μg/

해 LPS로 염증을 유도한 마우스 유래 대식세포 RAW264.7

mL 농도가 되도록 시료를 처리한 다음 LPS(Sigma-Aldrich

에서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iNOS 및 COX-2 단백질 발현에

Co.)를 100 ng/mL 농도로 함께 처리하여 20시간 배양하였

대한 영향을 확인하고, 염증매개물질들의 발현 변화와 신호

다. 이후 MTT 시약을 0.5 mg/mL 농도로 4시간 동안 처리

전달물질의 발현변화를 통해 항염증능을 측정하여 염증 조

후 세포 내에 형성된 formazan 결정을 dimethyl sulfoxide

절제제로써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로 용해하여 spectrometer(BioTek, Winooski, VT, USA)
를 이용해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재료 및 방법

식을 이용하여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세포 생존율(%)＝(실
험군의 흡광도/대조군의 흡광도)×100

BENDU381 제조 및 HPLC를 이용한 지표성분 분석
BENDU381의 제조는 이전에 발표된 Kim 등(2007b)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량 측정

방법과 동일하게 제조하였다. BENDU381은 식품 소재로

RAW264.7 세포를 2×105 cells/mL의 농도로 24-well

사용 가능한 구아바잎(중국산) 추출분말, 녹차잎(중국산) 추

plate에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6.25, 12.5, 25,

출분말 그리고 장미꽃잎(파키스탄산) 추출분말로 이루어졌

50, 100 μg/mL 농도가 되도록 시료를 처리한 다음 100 ng/

으며, 구성비는 50:30:20으로 되어있다. BENDU381의 지

mL 농도의 LPS(Sigma-Aldrich Co.)를 처리하여 20시간

표물질은 epigallocatechin gallate(EGCG), ellagic acid,

배양하였다. 이후 세포배양액 내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IL-1

gallic acid로 설정하고 HPLC를 이용하여 지표물질들의 함

β, IL-6 그리고 TNF-α의 생성량을 mouse ELISA kit

량을 측정했으며, 그 결과 각각 11.63%, 0.35%, 0.32% 이

(Thermo Fisher Scientific)을 사용하여 제시된 방법에 따

상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1). 분석에 사용된

라 처리한 다음 spectrometer(BioTek)를 이용하여 450

HPLC는 Waters 2489(Waters Corp., Milford, MA, USA)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각 검량곡선을 바탕으로 염증

로 600 controller, Delta 600 pump 그리고 2487 UV de-

성 사이토카인들의 생성량을 산출하였다. BENDU381의 항

tector(Waters Corp.)를 사용하였고, 컬럼은 Symmetry

염증 효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positive control로 dexa-

C18(5 mm, 4.6×250 mm, Waters Corp.)을 사용하였다.

methasone(Sigma-Aldrich Co.) 50 μg/mL를 사용하였다.

세포주 및 세포배양

Western blot analysis

본 연구에 사용된 세포는 RAW264.7 대식세포주로 한국

RAW264.7 세포를 2×105 cells/mL의 농도로 6-well

세포주은행(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plate에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6.25, 12.5, 25,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RAW264.7 세포의 배양은 10% heat-

50, 100 μg/mL 농도가 되도록 시료를 처리한 다음 100 ng/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Thermo Fisher Scien-

mL 농도의 LPS(Sigma-Aldrich Co.)를 처리하여 20시간

tific, Rockford, IL, USA)과 1% penicillin-streptomycin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RAW264.7 세포를 protease in-

(GIBCO, Grand Island, NY, USA)을 첨가한 Dulbecco’s

hibitor mixture(Sigma-Aldrich Co.)가 첨가된 cytosol ly-

Modified Eagle medium(DMEM; Sigma-Aldrich Co., St.

sis buffer(Thermo Fisher Scientific)를 이용하여 단백질

Louis, MO, USA)을 배양액으로 사용하였으며, 세포배양은

을 추출하였다. 핵 내에서의 NF-κB 단백질의 발현을 알아보

Table 1. Composition of three indicator ingredients in BENDU
381 by HPLC
Indicator ingredients
Composition (%)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
11.63±0.18
Ellagic acid
0.35±0.01
Gallic acid
0.32±0.01

기 위해 nucleus lysis buffer(Abcam, Cambridge, UK)를
이용하여 제시된 방법을 따라 세포막 성분을 제거하고 핵
내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단백질의 농도는 Bio-Rad protein assay reagent(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단백질(20 µg)을 SDS-PAGE를 통해 분리
하고 PVDF membranes(Millipore Corp., Billerica,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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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으로 옮겼다. 1차 항체 anti-COX-2(Cell Signaling,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로 나타내었

Danvers, MA, USA; 1:1,000), anti-iNOS(Cell Signaling;

다. 두 그룹 간의 비교는 Student’s t-test로 분석하였고,

1:1,000), anti-phosphoNF-κB p65(Cell Signaling; 1:

다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1,000), anti-I-κB(Bioworld Technology, Louis Park, MN,

을 실시한 후 Fisher의 최소 유의차 검정을 수행하였다. 통

USA; 1:1,000), anti-JNK1/2/3(phospho-T183/Y185;

계적 유의성은 신뢰수준 95%(P<0.05)로 설정하였다.

Bioworld Technology; 1:1,000), anti-ERK1/2(phosphoY204; Bioworld Technology; 1:500), anti-Lamin B(Ab-

결

과

cam), anti-β-actin(Cell Signaling; 1:2,000)을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차 항체로는 horseradish peroxidase

RAW264.7 세포에서 BENDU381의 세포독성
BENDU381이 마우스 유래 대식세포주인 RAW264.7 세

가 결합된 anti-rabbit IgG, anti-mouse IgG(Cell Signaling;
TM

ECL

포에 미치는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LPS(100 ng/mL)와

Femto system(Dongin LS, Seoul, Korea)을 이용하여 단

함께 BENDU381을 6.25, 12.5, 25, 50, 100 μg/mL 농도로

백질을 시각화하였다. 단백질 정량은 Image J 1.37v pro-

20시간 처리한 후 MTT 분석방법을 통해 세포 생존율을 측

gram(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

정하였다. 그 결과, 처리한 농도 구간에서 LPS만 처리한 군

을 사용하였다.

과 비교했을 때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세포독성이 없음을

1:5,000)를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D-Plus

확인하였다(Fig. 1A). 따라서 이후 in vitro 실험에서 세포독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Prism 6(GraphPad Software, La Jolla,

성이 나타나지 않는 6.25, 12.5, 25, 50, 100 μg/mL 농도에
서 항염증 효과를 실험하였다.

CA,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평균(mean)±

A

B

C

D

Fig. 1. Inhibitory effects of BENDU381 on produc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production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A) Viability of cells treated with BENDU381 (6.25, 12.5, 25, 50, 100 μg/mL in ethanol) and LPS (100 ng/mL in PBS) for 20
h assessed by MTT assay. The levels of pro-inflammatory cytokines-IL-1β (B), IL-6 (C), and TNF-α (D) in the cell culture supernatant
treated with BENDU381 (6.25, 12.5, 25, 50, 100 μg/mL in ethanol) and LPS (100 ng/mL in PBS) for 20 h were determined
by ELISA. The dexamethasone (DXM; 50 μg/mL in PBS)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EM.
*
P<0.05 compared with LP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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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264.7 세포에서 BENDU381의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억제 효과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ig. 2A). 그 결과 BENDU381
은 LPS에 의해 유도된 COX-2와 iNOS 단백질 발현을 농도

IL-1β, IL-6, TNF-α와 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

의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COX-

가는 초기 염증반응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LPS 등

2의 발현 억제는 50 μg/mL, iNOS의 발현 억제는 25 μg/mL

에 의해 대식세포가 활성화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

농도부터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되는데, 이 중 TNF-α는 자가 면역질환, 류머티즘성 관절염,

수 있었다(Fig. 2B, 2C). 이상의 결과를 통해 LPS로 인한

염증성 장 질환 등 만성 또는 급성 염증 질환의 발생 및 진행

염증반응에서 BENDU381은 COX-2와 iNOS의 단백질 발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Simsek, 2010; Stokkers 등,

현을 감소시켜 PGs 및 NO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1995). 또한 IL-1β 및 IL-6는 초기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역할을 하며 체내에서 과잉 생산될 경우 심한 발열이나 감염
등, 2003; Tanaka와 Kishimoto, 2012). 따라서 항염증 조

RAW264.7 세포에서 BENDU381이 MAPKs 활성에 미치는
영향

절과 치료에 있어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량을 감소

MAPKs(JNK, ERK, p38)의 신호 전달 경로는 염증반응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BENDU381의 항염증 효능을 알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

보기 위해 마우스 유래 대식세포인 RAW264.7 세포에 LPS

로는 인산화되지 않은 상태로 세포질에서 존재하다가 LPS

성 질환, 자가 면역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Lee

(100 ng/mL)를 처리한 후 BENDU381을 6.25, 12.5, 25,

와 같은 자극이 전해지면 인산화(phosphorylation; p)되어

50, 100 μg/mL 농도로 20시간 처리하여 LPS에 의해 증가

하위단계의 전사조절인자들을 활성화시킨다. MAPKs에 의

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IL-1β, IL-6, TNF-α의 생성량 변

해 조절을 받는 대표적인 전사인자들은 NF-κB와 activator

화를 ELISA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IL-1β의 경우 LPS

protein 1(AP-1)이 있으며 이들은 염증 관련 매개물질들의

단독 처리구는 895±34.8 pg/mL였으나 BENDU381의 50,

발현을 증가시킨다(Song 등, 2001; Zhong과 Kyriakis,

100 μg/mL 처리구는 각각 101.3±9.4, 52.7±0.9 pg/mL로

2007). 따라서 BENDU381이 LPS로 인해 인산화된 MAPKs

88% 이상의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으며(Fig. 1B), IL-6의

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western blot을

경우 LPS 단독 처리 시 26,407±206.8 pg/mL에서 50, 100

통해 확인하였다(Fig. 3A). 그 결과 BENDU381은 LPS(100

μg/mL 처리 시 3,971.9±50.3, 558.3±49.1 pg/mL로 85%

ng/mL)에 의해 증가한 pJNK, pERK의 발현이 50 μg/mL

이상의 저해 효과를 보였다(Fig. 1C). TNF-α의 경우 LPS

농도부터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

단독 처리 시 65,865±342.6 pg/mL에서 50, 100 μg/mL 처

였다(Fig. 3B, 3C). pJNK와 pERK의 결과와는 반대로 pp38

리 시 42,682.6±124.2, 24,365.7±355.8 pg/mL로 35% 이

의 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data not shown). 이상

상의 저해 효과를 보였다(Fig. 1D). Positive control로 50

의 결과로 BENDU381은 RAW264.7에서 LPS에 의해 활성

μg/mL 농도의 dexamethasone(DXM) 처리 시 IL-1β, IL-

화되는 JNK 및 ERK의 활성 경로 억제를 통해 항염증 효과

6, TNF-α 억제능(IL-1β: 132.7±6.4, IL-6: 10,046±48.6,

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TNF-α: 42,644±356.8 pg/mL)과 비교했을 때 BENDU
381이 IL-6의 경우 1.5배, IL-1β, TNF-α인 경우에는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억제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BENDU
381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량 억제에 있어 매우 효과
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RAW264.7 세포에서 BENDU381이 NF-κB 활성 조절에
미치는 영향
NF-κB는 염증과 관련된 매개인자들의 발현을 유도하는
대표적 전사인자로 LPS와 같은 외부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
면 iNOS, COX-2,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의 유전자 발현에

RAW264.7 세포에서 BENDU381이 COX-2 및 iNOS 발현
에 미치는 영향

관여한다(Hawiger, 2001).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p65와

COX-2와 iNOS는 감염원 자극에 의해 발현이 빠르게 증

태로 cytosol에 존재하며, 염증반응에 의해 신호전달물질이

가하여 다량의 염증성 물질을 생성하는 효소 단백질로 알려

활성화되어 I-κB의 degradation이 촉진되면 그로 인해 pNF

져 있다. COX-2는 급성 염증반응에서 prostaglandins(PGs)

-κB가 핵으로 이동하여 전사를 촉진한다(Bae 등, 2019;

의 합성에 관여하며 LPS 및 사이토카인에 의해 발현이 유도

Guzik 등, 2003). BENDU381이 세포질과 핵 내에서의 pNF-

된다. iNOS는 L-arginine을 nitric oxide(NO)로 전환시켜

κB p65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RAW264.7

염증반응에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항염증 조절과 치료에 있

세포에 LPS(100 ng/mL)를 처리한 후 BENDU381을 12.5,

어서 두 효소 단백질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Turini와

25, 50, 100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세포질 단백질과 핵

DuBois, 2002). RAW264.7 세포에 LPS(100 ng/mL)를 처

내 단백질을 따로 추출하여 western blot을 통해 분석하였

리한 후 BENDU381을 12.5, 25, 50, 100 μg/mL 농도로

다(Fig. 4A). LPS 처리로 인해 세포질 내에서 I-κB의 deg-

처리하여 COX-2와 iNOS 효소의 발현변화를 western blot

radation이 촉진됨을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 pNF-κB p65

p50의 heterodimer 형태로 I-κB가 결합하여 비활성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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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ory effects of BENDU381 on COX-2 and iNOS expression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A) The level of COX-2
and iNOS in the cytoplasmic protei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after treatment with BENDU381 (12.5, 25, 50,
100 μg/mL in ethanol) and LPS (100 ng/mL in PBS) for 20 h. For quantification, COX-2 (B) and iNOS (C) densities were normalized
*
to the density of β-actin.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EM. P<0.05 compared
with LPS treatment.
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BENDU381의 처

항아토피성 피부염, 항만성천식 효과를 지니는 복합 생약

리로 I-κB의 degradation이 억제되고 pNF-κB p65 발현이

조성물로 식약처 건강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제2009-16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50 μg/mL 농도부터 현저하게 억

호)로 인정받은 BENDU381의 항염증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제됨을 알 수 있었다(Fig. 4B, 4C). 또한, 핵 내에서도 LPS

살펴보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로 인해 증가한 pNF-κB p65가 BENDU381의 처리로 인해

항염증 in vitro 실험은 LPS 자극에 의해 신호전달물질의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Fig. 4D). 이상의 결과, BENDU

활성이 변하고, 이로 인해 NF-κB가 활성화되어 염증성 사

381은 LPS에 의해 활성화되는 NF-κB 및 MAPKs(JNK,

이토카인 등의 염증매개물질이 분비되는 대식세포 RAW

ERK)의 활성 억제를 통해 COX-2, iNOS, 전염증성 사이토

264.7에서 일반적으로 연구된다. NF-κB는 염증성 사이토

카인들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

카인을 포함하여 염증과 관련된 매개인자들의 발현을 유도

으로 사료된다(Fig. 5).

하는 전사조절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LPS에 의해 활성화되
면 핵 안으로 들어가 iNOS, COX-2, IL-1β, IL-6, TNF-α,

고

찰

NO, prostaglandin E2(PGE2) 등의 다양한 염증성 매개물질
들의 유전자 발현에 관여한다(Guzik 등, 2003; Hoshino 등,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들로 인하여

1999; Turini와 DuBois, 2002). NF-κB의 활성화는 MAPKs

다양한 합성 항염증제(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및 비스테로

(JNK, ERK, p38) 신호전달물질의 활성화에 의해 일어나며

이드성 항 염증 제제)가 이용되고 있지만, 안전성에 관한

MAPKs의 신호전달경로는 염증반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면서도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e 등, 2019; Guha와 Mack-

인체에 안전한 천연 항염증 소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

man, 2001; Pang 등, 2017). 특히, 폐와 관련한 염증 질환

하고 있다(Kim, 2004). 본 연구에서는 천연 소재이며 이미

에는 JNK, ERK 신호경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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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ory effects of BENDU381 on JNK and ERK phosphorylation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A) The level of
pJNK and pERK in the cytoplasmic protei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after treatment with BENDU381 (12.5, 25,
50, 100 μg/mL in ethanol) and LPS (100 ng/mL in PBS) for 20 h. For quantification, pJNK (B) and pERK (C) densities were
*
normalized to the density of β-actin.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EM. P<0.05
compared with LPS treatment.
있다(Kwon 등, 2013).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BENDU381이 NF-κB 외에 염증

-α는 면역반응의 초기에 분비되어 염증의 활성화와 세포

매개물질을 조절하는 다른 전사인자들을 조절함으로써 항

괴사에 관여하는 인자로, 인체에 TNF-α의 농도가 증가하면

염증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류머티즘성 관절염(Simsek, 2010), 염증성 장 질환(Stok-

이유로 iNOS의 발현 억제는 25 μg/mL의 농도부터 매우 효

kers 등, 1995)과 같은 염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

과적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상위단계의 JNK와 ERK의 억제

져 있다. IL-6의 증가 또한 모든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있으

효과는 50 μg/mL의 농도부터 의미 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며 류머티즘성 관절염, 전신 소아 간염, 자가면역 질환 등과

보아 다른 종류의 전사인자들이 BENDU381에 의해 조절되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Tanaka와 Kishimoto, 2012).

어 iNOS 발현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따라서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줄일 항염증 제제의

후속 연구로 다른 종류의 전사인자들의 변화도 살펴보는 것

스크리닝 및 연구는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

이 필요할 것이다.

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하여 BENDU381

BENDU381의 구성성분인 녹차잎, 구아바잎, 장미꽃잎은

이 LPS에 의해 활성화되는 NF-κB 및 MAPKs, 특히 JNK,

이전에 in vitro 및 in vivo 실험에서 다양한 효과가 있음이

ERK의 활성 억제를 통하여 COX-2, iNOS 및 IL-1β, IL-6,

연구되었는데, 녹차잎 추출물의 경우 주요 성분인 카테킨,

TNF-α와 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발현을 억제함으

특히 EGCG 등에 의해 사이토카인 분비 억제 기능이 보고되

로써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Positive

어 있고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있음이 밝혀졌다(Sung 등,

control로 50 μg/mL 농도의 DXM 처리 후 IL-1β, IL-6,

2000; Tipoe 등, 2007). 구아바잎 추출물은 항산화 기능,

TNF-α 억제능과 비교했을 때 BENDU381이 IL-6의 경우

항염증 기능, 항알레르기 작용 등의 목적을 위해 일반적으로

1.5배, IL-1β, TNF-α인 경우에는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억제

사용되어온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cyclooxygenase와 lip-

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매우 효과적인 항염증제제임을

oxygenase를 효과적으로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다(Ah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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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ory effects of BENDU381 on I-κB and pNF-κB p65 expression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A) The level
of I-κB and pNF-κB p65 in the cytoplasmic protein, and the pNF-κB p65 in nuclear protein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after treatment with BENDU381 (12.5, 25, 50, 100 μg/mL in ethanol) and LPS (100 ng/mL in PBS) for 20 h. For quantification,
I-κB (B) and pNF-κB p65 (C) densities were normalized to the density of β-actin. Nuclear pNF-κB p65 (D) density was normalized
to the density of nuclear marker, Lamin B. All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EM.
*
P<0.05 compared with vehicle control, #P<0.05 compared with LPS treatment.
2016; Kim 등, 2007a). 또한,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연구에서 항염증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Quercetin을

마우스 대식세포를 이용한 항염증 실험에서 구아바잎 추출

human dermal fibroblasts에 처리했을 때 matrix metal-

물이 ERK 활성화 억제를 통해 COX-2와 iNOS의 발현을

loproteinases의 발현을 억제하고, plasminogen activator

낮춤으로써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Jang 등,

inhibitor-1을 억제한다고 밝혀졌다. 면역반응을 일으킨 hu-

2014), LPS로 염증을 유도한 마우스 모델에서 구아바 추출

man mast cell에 quercetin을 처리했을 때 IL-6 생산과 분

물(400 mg/kg, twice/d)을 투여했을 때 사망률이 감소하고

비를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었다(Lim과 Kim, 2007). BENDU

혈중 IL-6와 TNF-α의 양이 감소했음을 증명하였다(Jang

381의 항염증 효과는 복합물들－녹차잎 추출물, 구아바잎

등, 2014). 또 다른 주요성분인 장미꽃잎 추출물은 염증반응

추출물, 장미꽃잎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가 더해져서 나타

에 의해 발생하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

났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추출물의 다양한 유효성분들이

었다(Thring 등, 2011). IL-6는 만성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BENDU381의

하는 사이토카인으로 염증성 질환에서 증가한다고 알려져

유효성분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여 각각의 성분들이 어떠한

있다. BENDU381의 유효 성분 중 하나인 gallic acid와 el-

염증 관련 신호전달물질과 매개인자들을 조절하는지 후속

lagic acid가 IL-6의 증가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연구 결과가 있었다(BenSaad 등, 2017; Kassim 등, 2010).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염증 관련 질환에 관심이 증가하고

또한, 구아바잎 추출물에 많이 존재하는 quercetin도 많은

있고, 그중 바이러스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한 사이토카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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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schematic illustration on proposed action
of BENDU381 in LPS-stimulated RAW264.7 macrophage. The inhibitory effects of BENDU381 on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mediators such as
COX-2, iNOS, inflammatory cytokines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may be mediated by
blocking NF-κB activation through the JNK/ERK
MAPKs pathway.

을 조절할 수 있는 항염증제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커지고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BENDU381의 임상학적인 효능 연

있는 추세이다. 과도한 사이토카인의 증가는 급성 호흡기

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질환을 악화시키고 주변 기관들에 손상을 일으키면서 결국
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Altay 등, 2020; Meftahi 등, 2020;

요

약

Ragab과 Eldin, 2020). 따라서 많은 연구자가 면역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약물 개발과 천연 제재에 대한 연구에 매진

본 연구에서는 녹차잎 추출물, 구아바잎 추출물 그리고 장미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몇몇 논문들을 보면 합성 또는 천연

꽃잎 추출물로 이루어진 식물추출 복합물, BENDU381의

화합물에 대하여 염증조절 효능이 뛰어날 것이라고 분석된

항염증능을 LPS를 이용한 RAW264.7 대식세포 모델에서

결과들이 많은데 이러한 성분 중 대표적인 것이 quercetin,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BENDU381은 LPS로 유도된 마우

kaempferol, luteolin, estradiol, vitamin C, vitamin D,

스 유래 RAW264.7 대식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

zinc 등이다(Biancatelli 등, 2020; Glinsky, 2020; Skalny

1β, IL-6, TNF-α, 그리고 염증 관련 효소들인 iNOS, COX-

등, 2020; Tong 등, 2020). BENDU381에는 항산화능이

2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뛰어난 EGCG가 풍부하며 quercetin, kaempferol 같은 유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억제 효과는 염증 관련 신호전달물질

용한 폴리페놀계의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인 MAPKs, 특히 JNK와 ERK의 활성 억제와 이로 인한 NF-

염증반응 조절을 통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안전한 제제로

κB의 전사조절 억제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써 BENDU381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BENDU381은 천연 항염증 소재로

광범위한 염증성 질환들의 치료 방법으로 약물요법, 면역
요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료제들의 여러 가지 부작용,

염증 관련 질환에 대해 예방 및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의 비용 및 효율성 문제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부작용
이 없는 천연식물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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