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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호흡기 상피세포에서 은행잎 추출물(EGb761)의 구성 성분별
MUC5AC발현 억제

은행잎 추출물인 EGb761은 IL-1β에 의해 증가된 MUC5AC
의 발현을 억제하며 이 과정에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MAPK)인 extracellularsignal-regulatedkinase(ERK)
와 p38MAPK가 관여한다.EGb761은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체이므로 구성 성분중 과연 어떤 성분에 의해 MUC5AC
발현이 억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이에 본 연구
의 목적으로 첫째,EGb761의 주요 구성 성분을 각각 투여하여
어떠한 성분에 의해 IL-1β에 의해 증가된 MUC5AC의 발현 억
제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둘째,MUC5AC 발현을 억제하는
각 성분을 혼합 투여하여 이런 경우 단독투여와 비교하여
MUC5AC 발현 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셋째,구성 성분에 의한 MUC5AC 발현 억제 기전이
MAPK 억제에 의해서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사람 호흡기
상피세포인 사람 폐 점액상피양 암종 세포주(humanpulmonary
mucoepidermoidcarcinomacellline;NCI-H292세포)에 대해
EGb761과 주요 구성 성분인 kaempferol,quercetin,ginkgolide
A와 B,bilobalide등을 전처치한 다음 IL-1β 10ng/ml를 24시
간 동안 투여하여 구성 성분들에 의한 MUC5AC 유전자의 발
현을 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 (RT-PCR)분석으로 알아보았
으며,MAPK 억제에 대해서는 Westernblot분석으로 조사하였
다.결과로 EGb761의 구성 성분 중 kaempferol과 querecti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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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1β에 의해 유도된 MUC5AC 유전자의 발현을 40 μM 농도
부터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며,억제된 정도가 처리된 구성 성분
의 농도와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그러나 ginkgolide A,
ginkgolideB,bilobalide등은 MUC5AC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
하지 못하였다.한편,kaempferol과 querectin40 μM에서는 세
포증식 억제를 보이지 않았으나,그 농도가 80 μM로 증가되었
을 때 세포증식이 억제됨을 관찰하였다. Kaempferol과
querectin 단독투여와 혼합투여를 비교한 결과,kaempferol과
quercetin을 각각 40 μM씩 투여한 경우, kaempferol과
quercetin을 20 μM씩 혼합하여 투여한 경우, kaempferol과
quercetin을 40 μM씩 혼합하여 투여한 경우 모두에서 EGb761
200 μg/ml를 투여한 경우와 비교 시 MUC5AC발현 억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Kaempferol과 quercetin에 의한
MUC5AC발현 억제과정에는 EGb761과 동일하게 ERK와 p38
이 관여하였다.결론적으로,사람 호흡기 상피세포인 NCI-H292
세포주에서 IL-1β에 의해 유도된 MUC5AC 유전자 발현이
EGb761의 구성성분 중 kaempferol과 quercetin에 의해 유의하
게 억제되며,ERK와 p38MAPK가 kaempferol과 quercetin의
신호전달계로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EGb761구성성분 중 kaempferol과 quercetin이 기도 점액 과
분비 조절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 Ginkgo biloba extract 761 · Interleukin-1β · Mucin · 

Kaempferol · Quercet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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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김 경 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남 지 인

Ⅰ.서론

은행잎 추출물인 EGb761은 아세톤과 물을 이용한 추출과정,지방
친화성분의 제거,활성물질 강화,폴리페놀 성분 제거 등의 추출과정
을 거쳐 만들어진다.1 EGb 761의 주요성분은 flavonoid 성분과 비
flavonoid성분으로 크게 구분되며,상세성분은 약 24%의 flavonoid
glycoside, 6%의 terpene trilactone (diterpenoid인 ginkgolide와
sesquiterpene인 bilobalide),7%의 proanthocyanidin,소량의 저분자
유기산 등으로 구성된다.2

EGb761은 뇌 및 말초혈관의 혈류량 저하,감각신경 질환,기억력
및 인지능 저하 등 주로 혈관과 신경질환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장암이나 전립선암에 대하여 항
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이러한 항암작용의 기전으로
스트레스나 발암기전 시 생성되는 자유기 (freeradical)및 관련된 반
응성 산소류 (reactiveoxygenspecies)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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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능, 항산화효소인 heme oxygenase-1 (HO-1), superoxide
dismutase(SOD),glutathioneperoxidase(GPX)등의 발현을 증가시
키는 기능,발암기전으로 여겨지는 cyclooxygenase-2 (COX-2)및
induciblenitricoxidesynthase(iNOS)의 증가에 대해 이를 억제하는
작용,DNA topoisomeraseI과 II를 억제하여 DNA 손상을 억제하는
기능,암생성 시 증가되는 신생혈관에 대한 억제기능 등의 여러 기전
으로 암을 억제하게 된다.4,5EGb761은 폐 질환에도 임상효과를 보이
는데,그 구성성분의 하나인 ginkgolide가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가능한 기전으로 천식의 유발인자인 platelet-activatingfactor를 억제
하는 작용과 그 수용체의 억제 작용,T 림프구의 억제 작용 등이 밝
혀져 있다.6,7

비염을 비롯한 급,만성 부비동염,기관지염 및 기관지 천식과 같
은 염증성 기도 질환에서 과분비된 점액은 기도 점막의 점액섬모운동
능을 감소시키고 이차적인 세균 감염을 유발하여 다양한 호흡기 질환
을 초래하게 된다.이 때 점액의 과분비는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나 펩타이드, 염증성 매개 물질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MUC5AC나 MUC8과 같은 점액 유전자의 발현을 상향 조절시켜 일
어나게 되는데,대표적인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인 IL-1β가 기도점막
상피세포에서 과다 분비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도 염증 반응이 더욱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또한 최근 사람 정상 비점막 상피 세
포 및 사람 폐 점액상피양 암종 세포주(NCI-H292세포)를 이용한 연
구에서 IL-1β에 의해 유도되는 MUC5AC의 과발현이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kinase(ERK)/p38mitogenactivatedproteinkinase
(MAPK)- mitogen- and stress-activated kinase 1 (MSK1)-
cyclic-AMPresponseelementbindingprotein(CREB)신호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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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차적인 활성화에 의해 기도상피의 배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임이
밝혀진 후 점액 과분비 조절을 통한 치료 전략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
하게 되었다.10 
최근 연구를 통해 EGb761을 200 μg/ml의 농도로 투여 시 IL-1β

에 의해 증가된 MUC5AC의 발현이 억제되며 이 과정에 MAPK
family인 ERK와 p38이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11EGb761은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체이므로 구성 성분중 과연 어떤 성분에 의해
MUC5AC 발현이 억제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만약
유효한 성분들이 있다면 이 성분들을 혼합할 경우 MUC5AC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첫째,EGb761의 주요 구성 성분을
각각 투여하여 어떠한 성분에 의해 IL-1β에 의해 증가된 MUC5AC
의 발현 억제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둘째,MUC5AC발현을 억제
하는 각 성분을 혼합 투여하여 이런 경우 단독투여와 비교하여
MUC5AC 발현 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셋째,구성성분에 의한 MUC5AC 발현 억제 기전이 MAPK 억제에
의해서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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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료 및 방법

111...폐폐폐 점점점액액액상상상피피피양양양 암암암종종종 세세세포포포주주주 배배배양양양
사람 호흡기 상피세포인 사람 폐 점액상피양 암종 세포주(human

pulmonarymucoepidermoidcarcinomacellline)인 NCI-H292세포는
AmericanTypeCultureCollection(Rockville,MD,USA)에서 구입
하였다.이 세포주는 95%의 공기와 5%의 이산화탄소,가습화된 환경
에서 37℃의 온도로 10% fetalbovineserum과 2mM L-glutamine,
penicillin(100 μg/ml),streptomycin(100 μg/ml)이 포함된 RPMI-1640
배지(GibcoBRL,GrandIsland,NY,USA)에서 배양하였다.분주 후
밤새 배양한 다음 세포를 24시간 동안 0.5% fetalbovineserum을 포
함하는 RPMI-1640배지에서 배양한 후 실험하였다.

222...재재재료료료
EGb761은 유유산업(Seoul,Korea)에서 기증받아 사용하였다.EGb

761의 구성성분으로 kaempferol,quercetin,ginkgolideA와 B,
bilobalide(SigmaChemicalCo.,St.Louis,MO,USA)등을 사용하
였다.IL-1β는 R&D Systems(Minneapolis,MN,USA)에서 구입하
였고, anti-phospho-p44/42 MAPK(Thr202/Tyr204) 항체,
anti-phospho-p38 MAP kinase (Thr180/Tyr182) 항체,
anti-phospho-SAPK/c-jun NH2-terminal kinase(JNK)
(Thr183/Tyr185)항체 등은 CellSignaling (Beverly,MA,USA)에서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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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MMMUUUCCC555AAACCC mmmRRRNNNAAA의의의 역역역전전전사사사---중중중합합합효효효소소소 연연연쇄쇄쇄반반반응응응(((rrreeevvveeerrrssseee
tttrrraaannnssscccrrriiippptttaaassseee---pppooolllyyymmmeeerrraaassseeeccchhhaaaiiinnnrrreeeaaaccctttiiiooonnn)))분분분석석석
전체 RNA는 Tri-Reagent(MolecularResearchCenter,Cincinnati,

OH,USA)를 이용하여 각 조건으로 배양된 세포에서 얻었으며 전체
RNA에서 cDNA로의 역전사는 1 μg/20 μl의 전체 RNA를 random
hexanucleotideprimer와 Moloneymurineleukemiavirus역전사효소
(Gibco-BRL)를 이용하였고,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Perkin-Elmer
CetusDNA ThermalCycler(Perkin-Elmer,Norwalk,CT,USA)를
이용하였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에 사용한 oligonucleotide 시발체
(primer)는 MUC5AC의 GenBankTM sequence(GenBankTM accession
numberAJ001402)에 근거하여
5'primerCGACAACTACTTCTGCGGTGC;
3'primerGCACTCATCCTTCCTGTCGTT를 사용하여 337bp를 증
폭하였다.각 반응의 대조군으로 사용된 β2-microglobulin(β2M)의
oligonucleotideprimer는 ClontechLaboratories(PaloAlto,CA,USA;
335bpfragment)에서 구입하였다.MUC5AC의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95℃에서 30초간 변성(denaturation)과정과 60℃에서 60초간 결합
(annealing)반응,72℃에서 60초간 연장(extension)반응을 35회 진행
하였고 증폭된 PCR 산물은 2% 한천 겔에서 전기영동하여 ethidium
bromide용액으로 염색하여 밴드를 관찰하였고,이를 sequencing하여
염기 서열을 확인하였다.확인된 밴드의 세기는 ScionImage(Scion
Co.,Frederick,MD,USA)를 이용하여 강도를 구한 후 해당하는 β

2M의 강도로 나눈 다음,이 수치들 중 대조군에서의 수치를 1로 하여
각 실험의 수치를 비율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실험은 3회 이상 시
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차이는 반복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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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분산분석법(repeated measuresANOVA test)을 이용하였고
다중비교(multiplecomparisons)를 추가하여 유의수준 p<0.05를 유의
한 것으로 하였다.

444...WWWeeesssttteeerrrnnnbbblllooottt분분분석석석
배양된 NCI-H292세포주에 대한 각 실험 이후

radioimmunoprecipitation assay buffer(1% NP-40,0.5% sodium
deoxycholate,0.1% SDS)를 이용하여 celllysates를 만든 다음,단백
질의 양을 bovineserum albumin을 이용한 bicinchronicacidprotein
assay로 측정한 후 단백질 30 μg씩을 각 lane에 넣어 전기영동을 시
행하였다.전기영동은 8% SDS-polyacrylamidegel을 이용하였고,전
기영동 후 nitrocellulose막에 전이시킨 다음 이 막을 0.05%
Tween-20이 함유된 Tris-bufferedsaline(TBST)로 희석한 다음 10%
non-fatdrymil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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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의 발현은 MUC5AC 항체
(SantaCruzBiotechnology,SantaCruz,CA)(1:1,000)를 첨가하여 반
응시켰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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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행한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와 자기방사기록법
(autoradiography)을 이용하여 띠(band)를 확인하였다. 한편
nitrocellulose막을 deprobing한 다음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α-tubulin
항체(SantaCruzBiotechnology)와 반응을 시켰다.확인된 밴드의 세
기는 ScionImage(ScionCo.,Frederick,MD,USA)를 이용하여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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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한 후 해당하는 α-tubulin의 강도로 나눈 다음,이 수치들 중 대
조군에서의 수치를 1로 하여 각 실험의 수치를 비율로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실험은 3회 이상 시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결
과에 대한 차이는 반복 측정자료의 분산분석법(repeated measures
ANOVA test)을 이용하였고 다중비교(multiplecomparisons)를 추가
하여 유의수준 p<0.05를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555...세세세포포포증증증식식식 분분분석석석
NCI-H292세포주를 well당 2,000개씩 분주하여 96wellplate에서

16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각 조건으로 실험 후 세포증식 분석을 시행
하였다.분석은 CellTiter96 AQueous One Solution Proliferation
AssayKit(PromegaInc.,Madison,WI,USA)를 사용하였다.방법으
로 kit에 포함된 tetrazolium 합성물 2ml와 phenazineethosulfate
100 μl를 섞은 후 well당 20 μl의 혼합 용액을 첨가하였다.이 후 1시
간 동안 37℃,5% CO2의 환경에서 96 wellplate를 배양한 후
spectrophotometer(490nm 파장)로 흡광도(opticaldensity)를 측정하
였다.실험은 3회 이상 시행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결과
에 대한 차이는 반복 측정자료의 분산분석법(repeated measures
ANOVA test)을 이용하였고 다중비교(multiplecomparisons)를 추가
하여 유의수준 p<0.05를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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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과

111...EEEGGGbbb777666111구구구성성성 성성성분분분에에에 의의의한한한 IIILLL---111ββββ    유유유도도도 MMMUUUCCC555AAACCC발발발현현현 억억억제제제
NCI-H292세포주에 10ng/mlIL-1β를 첨가하기 1시간 전에 40 μ

M의 농도로 ginkgolideA와 B,bilobalide,kaempferol,quercetin등
을 각각 투여하였다.이후 IL-1β를 24시간동안 첨가 배양한 다음
MUC5AC mRNA의 발현을 보았다.IL-1β와 EGb761구성 성분을
모두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한 상대적 비율은 IL-1β만 투여한
경우,ginkgolideA,ginkgolideB,bilobalide,kaempferol,quercetin
순으로 3.1±0.5,2.3±0.2,2.4±0.4,2.6±0.3,1.4±0.2,1.1±0.3이었다.결과
상 kaempferol과 quercetin이 IL-1β에 의해 유도된 MUC5AC유전자
의 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나(p<0.05),ginkgolideA,ginkgolide
B,bilobalide는 억제하지 못하였다(Fi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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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uppression of IL-1β-induced MUC5AC expression by the 

components of EGb 761. A. NCI-H292 cells were pretreated with 40 μM 

of ginkgolide A (GA), ginkgolide B (GB), bilobalide (BL), kaempferol (KP), 

and quercetin (QC) for 1 hour, and then treated with 10 ng/ml IL-1β for 

24 hours. RT-PCR for MUC5AC mRNA expression was performed on 

each group. Compared with the only IL-1β-treated cells, the expression 

of MUC5AC mRNA is significantly suppressed by the pretreatment with 

kaempferol and quercetin. However, ginkgolide A, ginkgolide B, and 

bilobalide can't suppress IL-1β-induced MUC5AC expression. B. Fold increase 

of MUC5AC mRNA treated with kaempferol and quercetin.  *p<0.05 compared 

with only IL-1β-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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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KKKaaaeeemmmpppfffeeerrrooolll과과과 qqquuueeerrrccceeettt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MMMUUUCCC555AAACCC유유유전전전자자자 발발발현현현 억억억제제제와와와
세세세포포포생생생존존존율율율
MUC5AC 유전자 발현 억제 효과를 보인 kaempferol과 quercetin

을 각각 0,20,40,80 μM의 농도로 전처치한 다음 IL-1β를 24시간
동안 첨가 배양하고 MUC5AC mRNA의 발현을 보았다.IL-1β와
kaempferol을 모두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한 상대적 비율은
kaempferol0,20,40,80 μM 순으로 3.2±0.6,2.4±0.4,1.4±0.2,1.1±0.3
이었다.IL-1β와 quercetin을 모두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한 상
대적 비율은 quercetin 0,20,40,80 μM 순으로 3.3±0.6,2.1±0.4,
1.4±0.2,1.1±0.2이었다.이 결과는 kaempferol과 quercetin 모두가
IL-1β에 의해 유도된 MUC5AC 유전자의 발현을 40 μM 농도부터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며,억제의 정도가 처리한 구성 성분의 농도와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p<0.05)(Fig.2).



-13-

Figure 2. Dose-dependent suppression of MUC5AC expression by kaempferol 

and quercetin. A. NCI-H292 cells were pretreated with 0, 20, 40, and 80 

μM of kaempferol (KP)  for 1 hour, and then treated with 10 ng/ml IL-1

β for 24 hours. MUC5AC mRNA expression of each group was 

determined by RT-PCR. Compared with the MUC5AC mRNA level of 

IL-1β-treated cells, the expression of MUC5AC mRNA is significantly 

suppressed in the kaempferol-treated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B. 

Fold decrease of MUC5AC mRNA treated with kaempferol. C. NCI-H292 

cells were pretreated with 0, 20, 40, and 80 μM of quercetin (QC)  for 1 

hour and then treated with 10 ng/ml IL-1β for 24 hours. MUC5AC 

mRNA expression of each group was determined by RT-PCR. Compared 

with the MUC5AC mRNA level of IL-1β-treated cells, the expression of 

MUC5AC mRNA is significantly suppressed from in the quercetin-treated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D. Fold decrease of  MUC5AC mRNA 

treated with quercetin.  *p<0.05 compared with only IL-1β-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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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KKKaaaeeemmmpppfffeeerrrooolll과과과 qqquuueeerrrccceeetttiiinnn에에에 의의의한한한 NNNCCCIII---HHH222999222세세세포포포의의의 생생생존존존율율율
Kaempferol과 quercetin에 의한 IL-1β 유도 MUC5AC 발현 억제

작용이 이 물질들의 독성에 의해 일어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이 두
물질 처리시 NCI-H292세포의 생존율을 관찰하였다.Kaempferol과
quercetin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을 100%로 하였을 때 이와 비교한
상대적인 세포 생존율은 kaempferol의 경우 20,40,80 μM에서 각각
91±8%,78±9%,46±5% 이었고,quercetin의 경우 20,40,80 μM에서
각각 90±7%,75±6%,41±7% 이었다.Kaempferol과 quercetin을 처리
한 실험 모두에서 40 μM 농도까지는 NCI-H292세포에 유의한 세포
증식 억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며,80 μM에서는 50% 이상의 세포증식
억제가 일어났다(Fig.3).

Figure 3. Effect on cell proliferation by kaempferol and quercetin. 

Kaempferol (KP, Fig. A) and quercetin (QC, Fig. B) show no damage on the 

cell proliferation up to the dose of 40 μM. However, in the dose of 80 μ

M of kaempferol and quercetin, cell proliferation is inhibited.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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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KKKaaaeeemmmpppfffeeerrrooolll과과과 qqquuueeerrrccceeetttiiinnn의의의 혼혼혼합합합 투투투여여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MMMUUUCCC555AAACCC유유유전전전자자자
발발발현현현 억억억제제제
Kaempferol과 quercetin을 각각 투여하는 것과 이 둘을 혼합하여

투여하는 것이 EGb761에 의한 IL-1β 유도 MUC5AC 억제작용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고자 하였다.IL-1β만 투여한 경우,
kaempferol40 μM, quercetin 40 μM,kaempferol20 μM +
quercetin20 μM,kaempferol40 μM +quercetin40 μM,EGb761
200 μg/ml등을 투여한 경우에서의 IL-1β 유도 MUC5AC억제 정도
를 IL-1β와 EGb761이나 구성 성분을 모두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한 상대적 비율은 위의 순서대로,3.0±0.5,1.5±0.3,1.2±0.2,
1.4±0.4,0.9±0.3,0.9±0.2이었다.그 결과,kaempferol과 quercetin을
각각 투여하는 것과 이 둘을 혼합하여 투여하는 모든 경우에서 IL-1β 

유도 MUC5AC의 발현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p<0.05).그러나 EGb
761만을 투여한 경우와 비교 시,kaempferol과 quercetin을 각각 투여
하는 것과 이 둘을 혼합하여 투여하는 모든 경우에서 유의한
MUC5AC의 발현 억제를 보이지 않았다(Fi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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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ative inhibitary effect of  the single and combination treatment 

of kaempferol and quercetin on IL-1β-induced MUC5AC expression. 

NCI-H292 cells were pretreated with 40μM of kaempferol (KP), 40μM 

of quercetin (QC), 20μM of kaempferol and quercetin (KP+QC 20 μM), 40 

μM of kaempferol and quercetin (KP+QC 40μM), or 200μg/ml of EGb 

761 (EGb) for 1 hour, and then treated with 10 ng/ml IL-1β for 24 hours. 

RT-PCR for MUC5AC mRNA expression was performed on each group. 

Compared with the only IL-1β-treated cells, the expression of MUC5AC 

mRNA is significantly suppressed from the all pretreatment groups. The 

amount of suppression in the expression of MUC5AC mRNA is nearly 

same between the pretreatment groups. B. Fold decrease of MUC5AC 

mRNA treated with the single and combination treatment of kaempferol and 

quercetin. *p<0.05 compared with only IL-1β-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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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EEERRRKKK와와와 ppp333888MMMAAAPPPKKK 신신신호호호전전전달달달계계계에에에 의의의한한한 MMMUUUCCC555AAACCC 유유유전전전자자자 발발발현현현
억억억제제제
10ng/mlIL-1β에 의해 MAPK 신호계 중 어느 kinase가 활성화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ERK,p38 MAPK,JNK 활성화 특이항체
(phospho-specificantibody)를 이용하여 Westernblot분석을 시행하
였다.활성화된 ERK와 p38MAPK는 IL-1β 투여 후 20분에 최대로
발현되었으며 투여 30분 후에는 활성화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Fig.5A).그러나 JNK의 활성은 관찰되지 않았다.Kaempferol40 μ

M, quercetin40 μM,EGb761200 μg/ml각각을 1시간 전에 전처
치하고 IL-1β를 첨가 배양한 20분 후에 p-ERK와 p-p38MAPK의
발현 양상을 살펴본 결과, IL-1β를 단독 처치한 군에 비해
kaempferol,quercetin,EGb 761투여군 모두에서 p-ERK와 p-p38
MAPK의 발현이 대조군 수준으로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Fig.5B).
이러한 결과로 EGb761,kaempferol,quercetin모두에서 IL-1β에 의
한 ERK와 p38MAPK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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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ole of ERK and p38 MAPK on MUC5AC gene suppression by 

kaempferol and quercetin. A. NCI-H292 cells were stimulated for the 

indicated times with 10ng/ml of IL-1β. The phosphorylation of ERK and 

p38 MAPK was detected by Western immunoblot analysis using 

phopho-specific antibodies. ERK is a positive internal control. The 

phosphorylation of ERK and p38 MAPK is maximally activated at 20 minutes 

and this effect decreases after 30 minutes. B. NCI-H292 cells were pretreated 

with 40 μM of kaempferol (KP), 40μM of quercetin (QC), or  200μg/ml 

of EGb 761 (EGb) before 1 hour, and then treated with 10 ng/ml of 

IL-1β. After 20 minutes incubation, the activation of p-ERK and p-p38 MAPK 

is inhibited in all pretreatment groups compared with only

IL-1β-treated  cells. The figures shown are a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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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기도 염증 반응에서 점액의 과분비는 부비동염,비염,기관지염,
천식 등과 같은 질환의 주요한 병태생리이므로 여러 사이토카인과 점
액 유전자의 상호 연관성과 신호전달 기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점액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염증성 기도질환의 발
생을 억제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하다.EGb761에 대한 이전 연구의 실
험결에서 배양된 NCI-H292세포주의 경우 10ng/ml농도의 IL-1β로
24시간 동안 첨가 배양 시 MUC5AC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EGb761을 200 μg/ml의 농도로 전처치시 MUC5AC 유전자의 발현
이 유의하게 억제되었고 이러한 발현 억제는 농도의존성이었다.또한
MUC5AC 단백질의 양도 처리된 EGb761의 농도에 따라 비례하여
억제되었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EGb761이 점액 과분비 조절 기능
을 갖고 있는 물질 중 하나라고 간주할 수 있었다.11

이전 연구의 문제점 중 하나가 사용된 EGb761의 농도이다.EGb
761200 μg/ml의 농도는 세포증식 억제를 하지 않고 동물실험 상 급
성과 만성 독성을 야기하는 농도보다 낮은 농도로 안전한 농도이
다.11,12그러나 혈중 농도 200 μg/ml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mg/kg
의 용량을 정맥주사해야 하는데,구강 섭취된 EGb761중 약 15%가 3
시간에 정맥혈에서 검출된다는 동물실험을 참조하면 70kg인 사람인
경우 4690mg(66.7mg/kgX70kg),약 5g을 1회에 섭취해야 한다
는 계산이 나온다.13더욱이 EGb761의 반감기가 4.5시간이므로 혈중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일 2회로 회당 5g을 섭취해야 한다.13이
처럼 EGb761의 투여용량이 많으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성
분을 제거하여 총 투여 용량을 줄이고 최소한의 성분 투여에 의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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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성분별 투여가 연구되어 왔다.성분별
투여의 예로 MDA-231세포주에 대해 EGb761의 성분중 하나인 IPS
200은 2-200μg/ml,ginkolideB는 0.2-20μg/ml의 농도에서 세포증식
을 억제하였다.14 다른 예로, 대장암 세포주에서 quercetin과
kaempferol과 같은 flavonoid성분이 암치료에 유효하며,5전립선암에
대해서는 kaempferol이 암 발생 위험도를 감소시키고,15 flavonoid
glycoside의 하나인 rutin은 aflatoxinB1과 N-nitrosodimethylamine에
의한 간암을 억제한다고 한다.16이처럼 EGb761의 구성성분에 의한
투여가 EGb761자체 투여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이 여러 암종에
서 연구되었으나 EGb761에 의한 점액과분비 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어 이를 연구하게 되었다.본
실험결과로 사용한 5종의 구성성분 중 kaempferol과 quercetin이 IL-1
β에 의해 유도된 MUC5AC 유전자의 발현을 40 μM부터 유의하게
억제하였고 농도의존성으로 발현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kaempferol과 quercetin이 IL-1β에 의한 점액과분비를 억제하는 구성
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
Quercetin은 flavonoid로 알려진 polyphenol물질로 flavonol과에

속한다.Quercetin은 과일이나 나무 껍질에 많이 존재하는데 특히 양
파,적포도주,녹차,맥아즙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17 Quercetin의
작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왔는데,지방 과산화반응을 억제하
여 항궤양과 위장관 보호작용을 하며 비만세포,염기성구,중성구 등
의 탈과립을 억제하여 항염증,항알레르기 및 염증 조절작용을 한
다.18,19또한 tyrosinekinase와 nitricoxidesynthase를 억제하여 염증
매개체인 NF-κB의 활동을 조절하고,항바이러스와 항암작용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23 최근 임상연구에서 quercetin의 항응고 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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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여 임상적으로는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한다.24그러나
categoryIII만성 전립선염 증후군의 경우 임상적으로 증상 개선효과
가 있다고 한다.25일반적인 하루 용량은 200-1200mg으로 만성 전립
선염의 경우 1000mg의 용량이 권장되며,섭취된 quercetin의 25%가
체내로 순환되며 반감기는 25시간이다.26이처럼 quercetin은 많은 작
용을 하고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점액과분비 억제작용에 대한
것은 찾을 수 없어 본 연구가 이를 밝힌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Kaempferol도 flavonoid의 하나로 대부분의 flavonoid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기능을 보인다.17,27Kaempferol은 여러 딸기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딸기(strawberry)와 덩굴월귤 열매(cranberry)에 많다.28

Kaempferol은 quercetin에 비해 양이 적고 함유된 식물이 적어 상대
적으로 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점액과분비 억제작용에 대한 것은
찾을 수 없어 본 연구가 이를 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단계로 quercetin과 kaempferol이 flavonoid로 세포증식 억제

작용이 있으므로 본 실험에 사용한 NCI-H292세포에 대한 세포생존
율을 알아보았다.그 결과,MUC5AC발현 억제를 보이는 40 μM에서
는 quercetin과 kaempferol모두 세포증식 억제를 보이지 않아
quercetin과 kaempferol의 MUC5AC 억제 작용이 세포독작용이 아님
을 알 수 있었다.Quercetin과 kaempferol의 세포증식 억제 혹은 세포
고사 유도는 대장암종 세포주,전립선암종 세포주 등 여러 세포에서
보이며 세포고사를 유도하는 농도는 세포에 따라 상이하여 세포특이
적 세포증식 억제를 보인다 하겠다.
다음 실험으로 quercetin과 kaempferol을 각각 투여하는 것과 혼합

하여 투여하는 것이 EGb761을 투여한 것과 어느 정도 MUC5AC발
현을 억제하는 가를 밝혀 각 투여별 억제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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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quercetin과 kaempferol을 각각 40 μM씩 투여한 경우,
quercetin과 kaempferol을 20 μM씩 혼합하여 투여한 경우,quercetin
과 kaempferol을 40 μM씩 혼합하여 투여한 경우 모두에서 EGb761
200 μg/ml를 투여한 경우와 MUC5AC 억제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Quercetin과 kaempferol이 각각 MUC5AC 발현을 억
제하므로 이론상으로 둘을 각각 40 μM씩 투여하는 것과 둘을 20 μM
씩 투여하여 총량이 40 μM이 되는 것이 MUC5AC발현 억제 면에서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이해가 되었다.이러한 측면에서 둘을 40
μM씩 혼합하여 투여하는 경우가 단독투여에 비해 MUC5AC 발현을
더 억제하리라 생각했었다.그러나 실험결과상 둘을 혼합하여 투여
하는 경우가 수치상으로는 MUC5AC발현을 억제하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이 결과가 가능한 이유로 quercetin과
kaempferol이 각각 80 μM에서 세포증식을 억제하므로 이 둘을 40 μ

M씩 혼합하여 총량이 80 μM이 되면 세포증식을 억제하므로,이러한
세포 독작용으로 인해 MUC5AC발현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그러나 다른 이유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가 필요하리라 본다.
MAPK는 점액의 생성과 상피세포의 증식 및 분화,세포고사와 관

련된 신호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효소 단백으로서 호흡기 상피세포에
서 IL-1β의 자극에 의해 세포질 내 ERK와 p38MAPK가 활성화되고
핵내 MSK1과 CREB신호전달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MUC5AC 유전
자와 그 단백의 합성을 상향 조절한다고 하였다.10 본 연구에서도
IL-1β 투여 후 p-JNK의 활성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IL-1β 투여
20분 경과 후에 p-ERK와 p-p38MAPK의 활성화가 최대로 나타났
다.이에 근거하여 quercetin, kaempferol,EGb761등을 전처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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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IL-1β 투여 20분 후 ERK와 p38MAPK의 활성을 살펴보았다.
결과로 p-ERK와 p-p38MAPK의 발현이 감소하여 이들이 quercetin
과 kaempferol에 의한 MUC5AC 발현 억제에 관여함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EGb761에 의한 p-ERK와 p-p38MAPK
억제와 동일한 결과였다.11 한편 호흡기 상피세포에서 IL-1β에 의한
MUC5AC 유전자의 발현에 있어서 ERK와 p38MAPK 경로 외에
proteinkinaseC와 하위 신호전달 경로로 COX-2와 PGE2가 관여한
다는 보고가 있으므로,29향후 이들에 의한 MUC5AC 발현 억제의
가능성에도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4-

Ⅴ.결론

사람 호흡기 상피세포인 NCI-H292세포주에서 IL-1β에 의해
유도된 MUC5AC유전자 발현이 EGb761의 구성성분 중
kaempferol과 quercetin에 의해 유의하게 억제되며,ERK와 p38
MAPK가 kaempferol과 quercetin의 억제과정에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EGb761구성성분 중 kaempferol과
quercetin이 기도 점액 과분비 조절에 대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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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pression of MUC5AC  gene expression by the components of 

Ginkgo biloba  extract (EGb 761) in human airw ay epithelial cells 

Ji In Na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ung-Su Kim)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y, Ginkgo biloba extract (EGb 761) 

suppressed IL-1β-induced MUC5AC gene expression in NCI-H292 

human airway epithelial cells via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and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dependent pathway. As EGb 761 is composed of various 

components, it is efficient that the anti-hypersecretory component is 

treated to cells instead of EGb 761 itself. Therefore,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which components of EGb 761 can suppress 

IL-1β-induced MUC5AC gene expression in NCI-H292 cells and to 

compare the efficacy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the 

components with the single treatment of the components, and to 

investigate what its possible mechanism is. NCI-H292 human 

pulmonary mucoepidermoid carcinoma cell line was used. MUC5AC  

mRNA was measured using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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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RT-PCR). The activation of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MUC5AC expression by IL-1β (10 ng/ml) was significantly 

suppressed by kaempferol and quercetin (40 μM) and this 

suppression was dose-dependent. However, ginkgolide A, ginkgolide 

B, and bilobalide being another component of EGb 761 couldn't 

suppress the MUC5AC expression induced by IL-1β. Comparing 

the combination and single treatment of kaempferol and querceti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m and the amount of 

suppression was nearly equal to that of EGb 761. The suppression 

of MUC5AC gene expression by kaempferol and quercetin was 

conducted via both ERK- and p38 MAPK-dependent pathway. As a 

conclusion, kaempferol and quercetin being the components of EGb 

761 can suppress IL-1β-induced MUC5AC  gene expression in 

human airway epithelial cells and, therefore, they may be 

considered as possible anti-hypersecretory agents.

Key Words : Ginkgo biloba extract 761 · Interleukin-1β · Mucin · 

Kaempferol · Querc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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