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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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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Ginger)은 특유의 향기와 매운 맛을 지니고 있는 주요 향신료
중의 하나로 항균,항염,발한,진토,혈액순환장애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전통 의학에서 생강이 진해거담 효과 및 천식의 치
료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본 연구에서는 사람 호흡기 상
피세포에서 IL-1β 유도 MUC5AC유전자의 발현이 [6]-gingerol에 의
해 억제되는지 확인하고,[6]-gingerol에 의한 MUC5ACmRNA의 발
현 억제 작용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재료 및 방법으로 NCI-H292
세포주에 IL-1β를 24시간 동안 첨가 배양한 다음 MUC5ACmRNA에
대해 RT-PCR을 시행하였고,IL-1β를 첨가 배양 전 [6]-gingerol을 전
처치한 다음 MUC5AC mRNA와 단백 발현에 대해 RT-PCR과
Westernblot분석을 시행하였다.또한 ERK,p38MAPK,JNK 등의
MAPkinase신호전달 경로 중 IL-1β에 의해 활성화된 MAPKinase
에 대해 [6]-gingerol을 전처치한 후 MAPK 활성 억제에 대해
Westernblot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로 10ng/ml의 농도로 24시간
IL-1β를 투여 시에 MUC5AC 유전자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10 μM의 [6]-gingerol농도에서 IL-1β 유도 MUC5AC유전자의 발현
이 유의하게 억제되었으며 [6]-gingerol의 투여 시점과는 무관하였다.
또한 [6]-gingerol전처치 후 IL-1β 첨가 배양시에 ERK와 p38
MAPK의 발현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이러한 결과로,[6]-gingerol은
사람 호흡기 상피세포에서 IL-1β에 의해 유도된 MUC5AC 유전자의
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하므로 기도 점액 과분비 조절에 대한 치료제로
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

핵심되는 말 :[6]-gingerol,IL-1β,MUC5AC,사람 호흡기 상피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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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상피세포에서 [6]-gingerol에 의한 IL-1β 유도 MUC5AC
유전자 발현의 억제

<지도교수   김김김경경경수수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김김 정정정 홍홍홍

ⅠⅠⅠ . 서서서론론론  

생강(生薑,Ginger)은 이집트,인도 등의 열대와 아열대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어온 생강과(ZingiberofficinaleRosco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
의 근경(根莖)으로서 특유의 향기와 매운 맛을 지니고 있어 세계적으로 널
리 이용되고 있는 주요 향신료 중의 하나이다.생강은 85%의 수분과 10∼
12%의 단백질,탄수화물,지방산과 무기질 그리고 0.25∼3%의 풍미 성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속에는 정유(essentialoil)성분인 zingiberol,
zingiberene,citral,borneol,phellandrene,camphene등과 생강 특유의 매
운 맛을 내는 올레오레신(oleoresin)성분인 gingerol,paradol,gingerdione,
gingerdiol 등이 함유되어 있다. Gingerol의 여러 유도체 중에서
[6]-gingerol이 주요 약리학적 활성을 나타내며 shogaol과 zingerone으로
분해시 그 효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전통적으로 생강은 소화액을 분비하여 식욕을 증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며 오심,구토를 멎게 하고,세균성 질환에 대한 항균,항염,그리고
중독의 응급 치료에 효과가 있고,발한,천식,혈액순환장애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최근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의하면 생강 추출물
중 [6]-gingerol은 iNOS,cyclooxygenase-2,IL-6,TNF-α,GM-CSF와 같
은 전구 염증 유전자 및 VEGF(vascularendothelialgrowthfactor)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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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절에도 관여하여 항산화 기능,해열진통 기능,체내 지질저하 및 신생
혈관 억제를 통한 항종양 기능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

또한 전통의학에서는 상기도 감염의 증상으로 비루가 증가하고 기침,가래
등을 동반할 때 생강을 달여 복용하면 증상 개선에 비교적 좋은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비염을 비롯한 급,만성 부비동염,기관지염과 기관지 천식 같은 염증성
기도 질환에서 과분비된 점액은 기도 점막의 점액섬모운동능을 감소시키고
이차적인 세균 감염을 유발하여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초래하게 된다.이
때 점액의 과분비는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이나 펩타이드,염증성 매개
물질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MUC5AC나 MUC8과 같은 점액 유전자
의 발현을 상향 조절시켜 일어나게 되는데,대표적인 염증 유발 사이토카
인인 IL-1β가 기도점막 상피세포에서 과다 분비되는 경우에는 기도 염증
반응이 더욱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또한 최근 사람 정상 코점막
상피세포 및 사람 폐 점액상피양 암종 세포주(NCI-H292)에 대한 연구에
서, IL-1β에 의해 유도되는 MUC5AC의 과발현이 ERK/p38 MAP
kinase-MSK1-CREB신호전달 체계의 순차적인 활성화에 의해 기도 상피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임이 밝혀진 후 점액 과분비 조절을 통한 염증성 기
도 질환의 치료 전략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게 되었다.10

현재까지는 사람 호흡기 상피세포에서 점액 과분비 조절 물질로서
dexamethasone혹은 budesonide가 점액 생산 및 점액 유전자의 발현을 억
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11,12[6]-gingerol과 같은 천연 추출물 성분에
의한 기도 점액 과분비 조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폐 점액상피양 암종 세포주인 NCI-H292

세포에서 IL-1β에 의해 MUC5AC mRNA가 유도되는지 알아보고 둘째,
IL-1β 유도 MUC5AC mRNA의 발현이 [6]-gingerol에 의해 억제되는지
확인하고 셋째,[6]-gingerol을 IL-1β 투여 전,둘을 동시에,IL-1β 투여 후
처치 시 MUC5AC mRNA의 발현 양상을 알아보고 넷째,[6]-gingerol에
의한 MUC5ACmRNA 발현 억제의 작용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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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 폐 점액상피양 암종 세포주 배양
 사람 호흡기 상피세포인 사람 폐 점액상피양 암종 세포주(human
pulmonary mucoepidermoid carcinoma celllines)인 NCI-H292 세포는
AmericanTypeCultureCollection(Rockville,MD,USA)에서 구입하였다.
을 이용하였다.이 세포주는 95%의 공기와 5%의 이산화탄소,가습화된 환
경에서 37℃의 온도로 10% fetalbovineserum과 2mM L-glutamine,
penicillin(100 μg/ml),streptomycin(100 μg/ml)이 포함된 RPMI-1640배지
(GibcoBRL,GrandIsland,NY,USA)에서 배양하였다.분주 후 밤새 배
양한 다음 세포를 24시간 동안 0.5% fetalbovine serum을 포함하는
RPMI-1640배지에서 배양한 후 실험하였다.

2. 재료
[6]-gingerol{(S)-5-hydroxy-1-(4-hydroxy-3-methoxyphenyl)-3-

decanone,HPLC 분석 상 순도가 95% 이상},ERK에 대한 특이 억제제
(specific inhibitor)인 PD98059, p38 MAPK에 대한 특이 억제제인
SB203580 등은 Calbiochem Biochemicals(San Diego,CA,USA)에서,
IL-1β는 R&D Systems(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였고,
anti-phospho-p44/42MAPkinase(Thr202/Tyr204)항체,anti-phospho-p38
MAP kinase (Thr180/Tyr182) 항체, anti-phospho-SAPK/c-jun
NH2-terminal kinase MAP kinase (Thr183/Tyr185) 항체 등은 Cell
Signaling(Beverly,MA,USA)에서 구입하였다.

3. MUC5ACmRNA의 RT-PCR분석
전체 RNA는 Tri-Reagent(MolecularResearchCenter,Cincinnati,OH,

USA)를 이용하여 각 조건으로 배양된 세포에서 얻었으며 전체 RNA에서
cDNA로의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는 1 μg/20 μl의 전체 RNA를
random hexanucleotideprimer와 Moloneymurineleukemiavirus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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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ase(Gibco-BRL)를 이용하였고,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Perkin-ElmerCetusDNA ThermalCycler(Perkin-Elmer,Norwalk,CT,
USA)를 이용하였다.PCR에 사용한 oligonucleotideprimer는 MUC5AC의
GenBankTM sequence(GenBankTM accessionnumberAJ001402)에 근거하
여 5'primerCGACAACTACTTCTGCGGTGC;3'primer
GCACTCATCCTTCCTGTCGTT를 사용하여 337bp를 증폭하였다.각 반
응의 대조군으로 사용된 β2-microglobulin의 oligonucleotide primer는
GenBankTM humansequence(GenBankTM accessionnumberXM007650)에
근거하여 5'primerCTCGCGCTACTCTCTTTCTGG;3'primer
GCTTACATGTCTCGATCCCACTTAA로 작성하였다.MUC5AC의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은 95℃에서 30초간 변성(denaturation)과정과 60℃에서 60
초간 결합(annealing)반응,72℃에서 60초간 연장(extension)반응을 35회
진행하였고 증폭된 PCR 산물은 1% 한천 겔에서 전기영동하여 ethidium
bromide용액으로 염색하여 밴드를 관찰하였고,이를 sequencing하여 염기
서열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밴드의 세기는 Scion Image(Scion Co.,
Frederick, MD, USA)를 이용하여 강도를 구한 후 해당하는 β2-
microglobulin의 강도로 나눈 다음,이 수치들 중 대조군에서의 수치를 1로
하여 각 실험의 수치를 비율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실험은 3회 이상 시
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평균값에 대한 차이는 반복 측정자
료의 분산분석법(repeatedmeasuresANOVA test)을 이용하였고 다중비교
(multiplecomparisons)를 추가하여 유의수준 p<0.05를 유의한 것으로 하
였다.

4. Westernblot분석
 배양된 NCI-H292세포주에 대한 각 실험 이후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buffer(1% NP-40,0.5% sodium deoxycholate,0.1% SDS)를 이용하
여 celllysates를 만든 다음,단백질의 양을 bovineserum albumin을 이용
한 bicinchronicacidproteinassay로 측정한 후 단백질 30 μg씩을 각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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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넣어 전기영동을 시행하였다.전기영동은 8% SDS-polyacrylamidegel
을 이용하였고,전기영동 후 nitrocellulosemembrane에 전이시킨 다음 이
막을 0.05% Tween-20이 함유된 Tris-bufferedsaline(TBST)로 희석한 다
음 10% non-fat dry milk로 4℃에서 12시간 반응시킨 후 p-ERK
(1:1,000),p-p38MAPK (1:1,000),p-JNK (1:1,000)항체를 각각 실온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또한 MUC5AC 단백의 발현은 MUC5AC 항체
(SantaCruzBiotechnology,SantaCruz,CA)(1:1,000)를 첨가하여 반응시
켰다. 이후 TBST로 세척한 다음 1:5,000으로 희석한 horseredish
peroxidase가 결합된 이차 항체(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NJ,USA)로 1시간 동안 처리하고 수 차례의 세척을 시행한
후 enhancedchemiluminescence와 autoradiography를 이용하여 밴드를 확
인하였다.한편 nitrocellulose막을 deprobing한 다음 같은 방법을 이용하
여 α-tubulin항체(SantaCruzBiotechnology)와 반응을 시켰다.

5. 세포증식 분석
 NCI-H292세포주를 well당 2,000개씩 분주하여 96wellplate에서 16시
간 동안 배양한 다음 각 조건으로 실험 후 세포증식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은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Proliferation Assay Kit
(PromegaInc.,Madison,WI,USA)를 사용하였다.방법으로 kit에 포함된
tetrazolium 합성물 2ml와 phenazineethosulfate100 μl를 섞은 후 well당
20 μl의 혼합 용액을 첨가하였다.이 후 1시간 동안 37℃,5% CO2의 환경
에서 96wellplate를 배양한 후 spectrophotometer(490nm 파장)로 optical
density(O.D.)를 측정하였다.실험은 3회 이상 시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평균값에 대한 차이는 반복 측정자료의 분산분석법(repeated
measuresANOVA test)을 이용하였고 다중비교(multiplecomparisons)를
추가하여 유의수준 p<0.05를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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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 결결결과과과  

1. 사람 호흡기 상피세포에서 IL-1β에 의한 MUC5AC유전자의 발현
  NCI-H292세포주에 1,10,100ng/ml의 IL-1β를 24시간 동안 각각 첨가
배양하여 MUC5AC 유전자의 발현을 알아보았다.IL-1β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유전자 발현과 비교한 상대적 비율은 1,10,100ng/ml의 IL-1β
를 첨가 시 각각 1.2±0.2,3.0±0.4,2.9±0.3으로 나와 10ng/ml이상의 농도
로 IL-1β를 투여 시에 MUC5AC유전자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0.05),10ng/ml농도의 IL-1β에서 가장 발현이 증가하였다(Fig.1A,
1B).그리고 10ng/mlIL-1β를 시간대별(0-6-12-24-48시간)로 첨가 배양
한 후 MUC5AC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알아보았다.대조군인 0시간과 비
교한 6,12,24,48시간의 유전자 발현의 상대적 비율은 각각 1.5±0.1,
1.6±0.2,2.8±0.31.8±0.3으로 나와 24시간 동안 첨가 배양한 경우 MUC5AC
유전자의 발현이 최대로 나타났으며 48시간 동안 첨가 배양한 경우 발현이
감소하였다(p<0.05)(Fig.1C,1D).이러한 결과로 이후 실험은 IL-1β를 10
ng/ml농도로 24시간 동안 첨가 배양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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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EffectofIL-1β onMUC5ACgeneexpressioninNCI-H292cells.
A.ConfluentcellsweretreatedwithvariousconcentrationsofIL-1β for
24hours,andmRNA levelsofMUC5ACweredeterminedbyRT-PCR.
MUC5AC expressionwasnormalizedtothelevelto β2M expression
andisreportedasaratioofMUC5AC to β2M.B.Foldincreaseof
MUC5AC mRNA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6]-gingerol.C.
Confluentcellswerestimulatedforindicatedtimeswith10ng/mlIL-1β,
andmRNA levelsofMUC5ACexpressedweredeterminedasthesame
method.D. Fold increase of MUC5AC mRNA according to the
incubationtimewith[6]-gingerol.Thefiguresshownarerepresentative
ofthreeindependentexperiments.*p<0.05comparedwiththe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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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gingerol에 의한 MUC5AC유전자 발현 억제와 세포 생존율
NCI-H292세포주에 10ng/mlIL-1β를 첨가 배양 1시간 전에 0,1,10,

100 μM의 농도로 [6]-gingerol을 투여한 후 IL-1β를 첨가 배양하였다.
IL-1β와 [6]-gingerol을 모두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한 상대적 비율
은 각각 2.8±0.4,1.9±0.3,1.1±0.2,3.6±0.4였다.결과 상 [6]-gingerol10 μM
의 농도에서 MUC5AC유전자의 발현이 IL-1β만을 첨가 배양한 군에 비해
50% 이상 유의하게 억제되었으나(p<0.05),100 μM [6]-gingerol에서는 오
히려 MUC5AC유전자의 발현이 IL-1β만을 첨가 배양한 군에 비해 증가하
는 양상이었다(Fig.2A,2B).한편 [6]-gingerol각 농도에 따른 생존 세포수
의 비율을 [6]-gingerol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환산
한 결과 1,10,100 μM에서 각각 94.5±2.6(%),86.8±3.1(%),38.0±4.9(%)로
측정되었다.즉,10 μM [6]-gingerol에서는 세포의 증식 억제가 관찰되지
않으나 100 μM의 [6]-gingerol을 처치시에는 세포 증식 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p<0.05)(Fig.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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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SuppressionofMUC5ACgeneexpressionby[6]-gingerol.
A.NCI-H292cellswerepretreatedwith1,10,and100μM [6]-gingerol
for1hourandthentreatedwith10ng/mlIL-1β for24hours.RT-PCR
for MUC5AC mRNA expression was performed on each group.
ComparedwithIL-1β only-treatedgroup,theexpressionofMUC5AC
mRNA is significantly suppressed on treatment with 10 μM
[6]-gingerol.However,theexpressionofMUC5AC mRNA in100 μM
[6]-gingerolincreases compared with control.B.Fold increase of
MUC5ACmRNA treatedwiththevariousconcentrationof[6]-gingerol.
C.Thepercentageoflivingcellsthroughcellproliferationassayshows
nodifferencesin1and10 μM [6]-gingerol,butshowsthedecreaseof
morethan 50% ontreatmentwith 100 μM [6]-gingerol.Thefigures
shownarerepresentativeofthreeindependentexperiment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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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gingerol에 의한 MUC5AC유전자 및 단백 발현 억제
   NCI-H292세포주에 IL-1β 첨가 배양 1시간 전에 10μM의 [6]-gingerol
을 전처치한 다음 10ng/ml의 IL-1β를 투여하였다.MUC5AC유전자의 발
현은 IL-1β와 [6]-gingerol을 모두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IL-1
β에 의해 2.9±0.3배 증가하였으나,[6]-gingerol을 전처치시에는 0.9±0.2배로
유의하게 발현이 억제되었다(p<0.05)(Fig.3A,3B).Westernblot분석 상
IL-1β에 의해 MUC5AC단백 발현이 유도되나 [6]-gingerol을 전처치한 경
우에 있어서는 MUC5AC단백 발현이 대조군 수준으로 억제됨을 확인하였
다(Fig.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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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Suppression of MUC5AC gene and protein expression by
[6]-gingerol.
A.NCI-H292cellswerepretreatedwith10 μM [6]-gingerolbefore1
hourandtreatedwith10ng/mlIL-1β (Gingerol+IL-1β)for24hours.
TheexpressionofMUC5ACmRNA notesas2.9-foldincreasebyIL-1
β,butthisincreaseissignificantly inhibited tothelevelofcontrol
group by the pretreatment with [6]-gingerol.B.Fold increase of
MUC5AC mRNA bythetreatmentwithIL-1β andGingerol+IL-1β.C.
WesternblotanalysisforMUC5AC proteinexpressionwasperformed
on each group and α-tubulin was employed as the control.The
expression of MUC5AC protein (213 kDa) induced by IL-1β is
suppressedbythepretreatmentwith[6]-gingerol.Thefiguresshown
arerepresentativeofthreeindependentexperiments.*p<0.05compared
withthe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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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gingerol투여 시점에 따른 MUC5AC유전자의 발현 억제  

IL-1β 첨가 배양 1시간 전에 [6]-gingerol을 전처치한 군,IL-1β와
[6]-gingerol을 동시에 투여한 군,그리고 IL-1β를 첨가 배양한 다음 6시간
후에 [6]-gingerol을 투여한 군 등 세 군에 대하여 각각을 24시간 동안 배
양한 후 MUC5AC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알아보았다. IL-1β와
[6]-gingerol을 모두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한 상대적 비율은,IL-1β
만을 첨가 배양한 경우 2.7±0.4,[6]-gingerol을 전처치한 경우 0.8±0.2,동
시 투여한 경우 0.8±0.1,[6]-gingerol을 후처치한 경우 0.9±0.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세 군 모두에서 MUC5AC유전자의 발현이 유의하게 억제
됨을 알 수 있었다(p<0.05)(Fig.4A,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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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Suppression of MUC5AC gene expression by [6]-gingerol
accordingtothetreatmenttime.
A.NCI-H292cellswerepretreatedwith10 μM [6]-gingerolbefore1
hourtotreatwith10ng/mlIL-1β (PreTx),co-treatment(CoTx),and
posttreatedwith [6]-gingerolafter6hours(PostTx).Theexpressionof
MUC5ACmRNA by[6]-gingerolissignificantlysuppressedtothelevel
ofcontrolinthreegroupscomparedwithIL-1β-treatedcells(IL-1β 

only).B.FoldincreaseofMUC5AC mRNA accordingtothetreatment
timewith[6]-gingerol.Thefiguresshownarerepresentativeofthree
independentexperiment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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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gingerol에 의한 MUC5AC유전자 발현 억제 작용기전
IL-1β에 의해 MAPkinase신호전달 경로 중 어느 kinase가 활성화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ERK,p38 MAPK,JNK 활성화에 대한 특이항체
(phospho-specificantibody)를 이용하여 Westernblot분석을 시행하였다.
활성화된 ERK와 p38MAPK는 IL-1β 투여 후 20분경에 최대로 발현되었
으며 투여 30분 후에는 인산화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Fig.5A).그러
나 p-JNK의 활성은 관찰되지 않았다(data not shown). 10 μM
[6]-gingerol을 1시간 전에 전처치하고 10ng/ml의 IL-1β를 첨가 배양한
다음,20분 후에 p-ERK와 p-p38MAPK의 발현 양상을 살펴본 결과 IL-1
β를 단독 처치한 군에 비해 p-ERK와 p-p38MAPK의 발현이 대조군 수
준으로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Fig.5B).이러한 결과로 [6]-gingerol이
IL-1β에 의한 ERK와 p38MAPK의 활성 유도를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 16 -

Fig.5.Mechanism ofMUC5ACgenesuppressionby[6]-gingerol.
A.NCI-H292 cellswerestimulated fortheindicated timeswith 10
ng/mlofIL-1β.Thephosphorylation ofERK and p38 MAPK was
detected by Western immunoblot analysis using phopho-specific
antibodies.ERK isapositiveinternalcontrol.Thephosphorylationof
ERK andp38MAPK ismaximallyactivatedat20minutesandthis
effectdecreasesafter30minutes.B.NCI-H292cellswerepretreated
with10 μM of[6]-gingerolbefore1hourandtreatedwith10ng/mlof
IL-1β (Gingerol+IL-1β).After20minutesincubation,theactivationof
p-ERK andp-p38MAPK isstrongly inhibitedin [6]-gingerol+IL-1β 

cells compared with IL-1β-treated cells.The figures shown are
representativeofthreeindependent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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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RK와 p38MAPK 특이 억제제에 의한 MUC5AC발현 억제
ERK 활성화에 대한 특이 억제제인 PD98059와 p38MAPK 활성화에

대한 특이 억제제인 SB203580을 각각 20 μM의 농도로 1시간 전에 전처치
한 다음 10ng/ml의 IL-1β를 24시간 동안 첨가 배양하여 p-ERK와 p-p38
이 억제되는가를 알아보았다.PD98059로 전처치시 p-ERK는 발현이 억제
가 되나 ERK와 p-p38은 변화가 없었으며,또한 SB203580으로 전처치시
p-ERK와 ERK는 변화가 없었으나 p-p38의 발현은 억제가 되었다(Fig.
6A).이러한 결과로 각 억제제가 ERK와 p38의 활성을 특이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다음 단계로 ERK와 p38MAPK 경로가 [6]-gingerol에
의한 MUC5AC발현 억제에 관여함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실험
한 후 MUC5AC유전자의 발현을 보았다.IL-1β와 ERK,p38특이 억제제
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한 상대적 비율은 IL-1β만을 첨가 배양한
경우 3.3±0.5,PD98059를 전처치한 경우 1.3±0.3,SB203580을 전처치한 경
우 1.1±0.2로 나와,ERK와 p38 MAPK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함으로서
IL-1β에 의한 MUC5AC발현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p<0.05)(Fig.6B,6C).
이러한 결과로 ERK와 p38MAPK 신호전달 경로가 [6]-gingerol에 의한
MUC5AC유전자 발현 억제에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



- 18 -

Fig.6.SuppressionofMUC5ACgeneexpressionbyMAPK inhibitors
A.NCI-H292cellswereseparatelypretreatedfor1hourwith20 μM
PD98059or20 μM SB203580andthenstimulatedfor24hourswith10
ng/mlIL-1β.TheWesternblotassaysshow thatPD98059(PD+IL-1β)
and SB203580 (SB+IL-1β) clearly inhibitp-ERK and p-p38 MAP
kinases respectively.B.The inhibition ofeitherERK orp38 MAP
kinase pathway with PD98059 orSB203580 significantly suppresses
MUC5AC mRNA expression.C.FoldincreaseofMUC5AC mRNA by
MAPK inhibitors.The figures shown are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experiments.*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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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 고고고찰찰찰  

기도 염증 반응에서 점액의 과분비는 부비동염,비염,기관지염,혹은 천
식 등과 같은 질환의 주된 병태생리로 작용하므로 여러 사이토카인과 점액
유전자의 상호 관련성과 신호전달 기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점액분비를 조
절할 수 있는 약제의 개발이 염증성 기도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고 개선하
는데 중요하다.
[6]-gingerol은 생강의 약리학적 활성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으로서 포도

에서 추출되는 resveratrol,고추의 매운 맛을 내는 capsaicin,카레의 주성
분인 curcumin,녹차의 활성 성분인 epigallocatechingallate,콩에서 나오
는 genistein등과 같은 식이 polyphenol의 하나로서 생체 실험과 세포 실
험에서 다양한 약리학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16본
연구는 전통 의학에서 생강이 진해거담 효과 및 천식의 치료에 효능이 있
다는 사실에 근거하여,호흡기 상피 세포에서 점액 유전자의 과발현과 점
액 분비 증가를 유발하는 염증성 전구사이토카인인 IL-1β에 의해서 분비
점액의 주요 유전자인 MUC5AC발현이 유도되는 가를 알아보고,IL-1β에
의해 유도된 MUC5AC유전자가 과연 [6]-gingerol에 의해 발현이 감소되
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배양된 NCI-H292세포주에서 10ng/ml농도의 IL-1β로 24시

간 동안 첨가 배양 시 MUC5AC유전자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 때 [6]-gingerol10 μM의 농도로 전처치시 MUC5AC유전자의 발현이
유의하게 억제되었다.이러한 결과는 NCI-H292세포주에서 dexametasone
이 MUC2와 MUC5AC 점액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켰다는 보고11와
budesonide가 IL-1β에 의해 항진된 MUC2/5AC점액 유전자와 점액 단백
의 생성을 억제하였다는 보고12,13와 일치하는 결과였다.이러한 결과는
[6]-gingerol이 점액 과분비 조절 효능을 갖고 있는 물질들 중 하나라고 간
주할 수 있으며 추후 점액 과분비 조절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물질들
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를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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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100 μM의 [6]-gingerol로 전처치시 MUC5AC유전자의 발현이 오
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가능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세포 증식 분석
을 시행한 결과 생존 세포수의 비율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6]-gingerol에 의한 고래회충(Anisakis)유충에 대한 유효 치사량 연구
에서 [6]-gingerol125 μg/ml의 농도에서 약 12.5%의 유충이 죽고 250 μ

g/ml의 농도에서는 모든 유충이 사멸하였으며 최소 유효 [6]-gingerol의
농도는 62.5 μg/ml로 보고된 바가 있다.17 또한 쥐 표피 JB6세포주에서
[6]-gingerol에 의한 EGF유도 세포 형질변환 및 AP(activatorprotein)-1
활성 억제에 대한 연구에서 200 μM 이상의 농도에서는 형질변환 억제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 세포고사로 진행된다고 보고되었다.18100 μM을 환산
하면 약 30 μg/ml로 두 연구에서 사용된 농도나 용량보다는 적은 용량이
다.그러나 [6]-gingerol의 작용이 세포 특이적으로 발생하므로 100 μM의
[6]-gingerol은 NCI-H292세포주에서는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독성을
유발하는 농도이며 이 농도에 노출시 NCI-H292세포주에서는 과자극 상
태가 되어 결국 IL-1β에 의한 발현 유도보다 더 강하게 MUC5AC유전자
의 발현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약제를 복용하는 시기는 증상이 보인 다음 즉,증상을 유발

하는 유전자가 증가된 상태이다.이에 IL-1β에 의한 MUC5AC점액 유전
자가 발현된 후에 [6]-gingerol이 MUC5AC유전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
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결과를 보면,[6]-gingerol은 투여 시점에 관계없이
MUC5AC 점액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였다.이러한 결과의 해석으로,
MUC5AC 유전자의 반감기가 6-8시간이므로19 6시간 동안 IL-1β에 의해
증가된 점액 유전자가 이후 24시간이 경과하면서 분해되어 없어지고,24시
간 동안에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신호는 6시간 이후 후처치한
[6]-gingerol에 의해 억제되어 결과상으로는 MUC5AC유전자 발현이 감소
한 것으로 생각된다.본 실험에서 [6]-gingerol과 IL-1β를 동시에 투여한
경우에 있어서 MUC5AC유전자 발현이 감소한 것도 [6]-gingerol후처치
에 의한 유전자 발현 감소 현상을 뒷받침한다 하겠다.이러한 결과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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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액 과분비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의 발생 이후에도 [6]-gingerol이 점액
생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그러나 이를 입증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안정성(stability)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며 생
체내에서 중요한 산물은 단백이므로 점액 단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
한 연구와 아울러 유전암호해독 후 변화(post-translationalmodification)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단계로 [6]-gingerol이 어떤 경로를 통해 IL-1β에 의해 유도된

MUC5AC점액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MAPK
는 점액의 생성과 상피세포의 증식 및 분화,세포고사와 관련된 신호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효소 단백으로서 호흡기 상피세포에서 IL-1β의 자극에
의해 세포질내 ERK와 p38MAPK가 활성화되고 핵내 MSK1과 CREB신
호전달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MUC5AC 유전자와 그 단백의 합성을 상향
조절한다고 하였다.10본 연구에서도 IL-1β 투여 후 p-JNK의 발현은 관찰
되지 않았으며(datanotshown),IL-1β 투여 20분 경과 후에 ERK와 p38
MAPK의 발현이 최대로 나타났으며 이에 근거하여 [6]-gingerol을 전처치
한 후 IL-1β 투여 20분 후 ERK와 p38MAPK의 활성을 살펴본 결과 두
단백의 발현이 감소하여 이들이 [6]-gingerol에 의한 MUC5AC발현에 관
여함을 알 수 있었다.또한 ERK와 p38MAPK에 대한 특이 억제제를 이
용하여 MUC5AC 유전자 발현 양상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유의하게
MUC5AC 발현이 억제되어 ERK와 p38 MAPK가 [6]-gingerol에 의한
MUC5AC발현에서 중요한 신호전달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호
흡기 상피세포에서 IL-1β에 의한 MUC5AC유전자의 발현에 있어서 ERK
와 p38MAPK 경로 외에 상위 신호전달 경로로 PKC(proteinkinaseC)와
하위 신호전달 경로로 COX-2와 PGE2가 관여한다는 보고20가 있으므로 향
후 이들 신호전달 물질과의 연관성을 비롯하여 다른 경로에 의한
MUC5AC발현 억제의 가능성에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22 -

ⅤⅤⅤ .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 결과로 사람 호흡기 상피세포인 NCI-H292세포주에서 IL-1β에
의해 유도된 MUC5AC유전자와 단백의 발현은 [6]-gingerol의 투여에 의
해 유의하게 억제되었으며,또한 [6]-gingerol의 투여 시점과는 무관하였다.
이러한 MUC5AC 유전자 발현 억제에는 ERK와 p38MAPK 신호전달 경
로가 관여하였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6]-gingerol이 기도 점액 과분
비 조절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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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ingerolsuppressesIL-1β-inducedMUC5ACgeneexpression
inhumanairwayepithelialcellsviabothERK andp38MAPK

signaltransduction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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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ingerol,a pungent ingredient of ginger (Zingiber officinale
Roscoe,Zingiberaceae)has a wide range ofpotentialpharmacologic
activities including anti-oxidant,anti-pyretic,anti-inflammatory,and
anti-angiogeniceffects.Thepresentstudy wasaimed to investigate
whether [6]-gingerolcould suppress IL-1β-induced MUC5AC gene
expression in human airway epithelialcells and whatits possible
mechanism is.MUC5AC mRNA and protein were measured using
RT-PCR and Western blotanalysis in cultured NCI-H292 human
airway epithelialcells.ERK and p38MAP kinaseinvolvementwere
determinedbyWesternblotanalysisusingphospho-specificantibodies.
TheresultsshowedthatMUC5ACwasinducedbythetreatmentwith
10ng/mlofIL-1β for24hourstreatmentinNCI-H292cells.MUC5AC
expression by IL-1β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by 10 μM of
[6]-gingerol.In addition,MUC5AC geneexpressionwasfoundtobe
suppressed regardless of the treatment time with [6]-gingerol.
Furthermore,theinhibitionofMUC5ACgeneexpressionby[6]-gingerol
was noted to be suppressed via both ERK and p38 MAP kinase
pathways. In conclusion, [6]-gingerol suppresses IL-1β-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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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5AC gene expression in human airway epithelial cells and,
therefore,itmaybeconsideredasapossibleanti-hypersecretoryagent.
----------------------------------------------------------------------------------------------------------------

KeyWords:[6]-gingerol,Interleukin-1β,MUC5AC,Humanairway
epithelial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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