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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위 점막의 손상 또는 위염의 원인은 다양하며, 위염은 전체 

소화기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이다. 알코올과 비스테

로이드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는 

위염의 흔한 원인이다. Tauroursodeoxycholic acid (TUDCA)는 

대장염 동물 모델에서 대장염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

고되었다. 또한, TUDCA가 동물실험에서 위 상피세포에 대해서 보

호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그 기전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TUDCA가 위 점막 상피세포에서 NF-κ

B 신호전달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지는지 규명하고, 알코올 및 

NSAID로 유발시킨 위염 마우스 모델에서 TUDCA의 항염증 효과

를 규명하고 ursodeoxycholic acid (UDCA)와 효과를 비교해 보고

자 했다. 

방법: 인간 위 상피세포주인 MKN-45 세포를 배양하고, TUDCA

로 전처치를 한 후 NF-κB 활성화를 위해 TNF-α를 이용해서 

다양한 농도로 자극했다. 인간 IL-1α, IL-1β에 대한 특이 

primer를 이용하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을 시행했

다. 위 상피세포주에서 TUDCA가 NF-κB DNA 결합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를 시행했다. NF-κB 신호 전달 경로 중 IκB의 인산화에 

TUDCA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면역블롯검사를 시행했다. 

마우스 모델에서 TUDCA와 UDCA로 전처치를 한 후 알코올 및 

NSAID로 위염을 유발하여 육안적 평가와 현미경적 평가를 수행하

고 TUDCA와 UDCA의 위염 예방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인간 위 상피세포주를 이용한 RT-PCR에서 TNF-α에 의

한 IL-1α mRNA 발현이 TUDCA 전처치 시행시 감소하였다. 

EMSA에서 TNF-α 자극에 의한 NF-κB 활성도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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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CA 전처치 시행시 감소했다. 면역블롯검사에서 TNF-α 자극

으로 유발된 IκB의 인산화가 TUDCA 전처치 시행시 감소했다. 알

코올 유발 위염 마우스 모델과 NSAID 유발 위염 마우스 모델의 육

안적 평가 및 현미경적 평가에서 TUDCA는 위염 유발을 유의하게 

억제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TUDCA가 알코올 또는 NSAID에 의해 유발

된 위염 모델에서 위염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TUDCA가 위염 예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하며, 향후 임상 연구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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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위염, 알코올, 비스테로이드소염제, TUDCA, 마우스  

학  번: 2015 - 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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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 점막은 다양한 내인성, 외인성 손상에 노출된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

한 위 점막의 손상은 위염, 위궤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위염은 전체 

소화기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 소화불량증, 복통, 구토, 

오심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11년 보고된 바에 

따르면, 외래 진료 실인원이 가장 많은 소화기질환은 위염이었고 소화기

질환 중에서 28.2%를 차지했다. 이 보고에서 위염 환자의 총 진료비는 

2500억원에 달했고, 전체소화기질환의 의료비용 중에서 6.9%를 차지했

다.1  

위 점막 손상의 원인으로는 위산, 펩신, 헬리코박터필로리, 알코올, 비스

테로이드 소염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 등이 

있다. 위염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유해한 자극 중에서 알코올과 NSAID

는 흔하게 접하게 되는 요인이다. 알코올은 직접 위 점막 방어벽을 손상

시키고,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위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하지만, 알코올 섭취에 따른 위 점막 손상의 병태생리는 완전하

게 밝혀져 있지 않다. NSAID는 널리 사용되는 진통제인데, 지속적으로 

NSAID를 복용하는 환자들의 60-70%에서는 복용 기간 중 한 가지 이

상의 위장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NSAID에 의한 

소화불량증 등의 증상은 NSAID 복용을 중단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로 

알려졌다.2 NSAID에 의한 위 점막 손상은 COX-1 억제에 의한 것이 주

된 기전이지만, 그 외에도 다른 병태생리 기전이 관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Tauroursodeoxycholic acid (TUDCA)는 타우린과 ursodeoxyc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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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UDCA)의 접합체이다.3 TUDCA는 간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억제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고,4 최근 대장염 동물 모델에서 대장염 발생을 감소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3 TUDCA가 배양한 토끼 위 상피세포

에 대해 보호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고,5 또한 양서류 위 점막 모

델에서 위 점막세포 손상을 감소시켰다는 보고가 있다.6 하지만, TUDCA

의 위 상피세포에 대한 보호효과의 병태생리와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

지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TUDCA가 위 점막 상피세포에서 

nuclear factor-kappa B (NF-κB) 신호전달에 대한 억제효과를 가지

는지 규명하고, 알코올 및 NSAID로 유발시킨 위염 마우스 모델에서 

TUDCA의 항염증 효과를 규명하고 UDCA와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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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인간 위 점막 상피세포주에서 TUDCA의 NF-κB 신

호 전달에 대한 억제효과 

가. 세포 배양 및 TUDCA의 투여  

인간 위 상피세포주인 MKN-45를 10% fetal bovine serum과 항생제를 

혼합한 배양액에서 배양한다. TUDCA을 PBS에 녹인 후 다양한 농도로 

24시간 동안 전처치 한 후 NF-κB 활성화를 위해 TNF-α를 이용해

서 다양한 농도로 자극한다. 

나. RNA 추출 및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Trizol을 이용하여 총 1μg의 RNA를 분리한 후 역전사 시킨다. 인간 

IL-1α, IL-1β에 대한 특이 primer를 이용하여 RT-PCR을 시행한다. 

다.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TUDCA가 위 상피세포주에서 NF-κB DNA binding activity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EMSA를 시행한다. 5μg의 핵 추출물을 이용하여 

30,000-50,000 cpm의 32P-labelled DNA와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

킨 후 전기영동 한다. Gel을 말린 후 autoradiography를 시행하고 필름

을 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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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면역블롯검사  

NF-κB 신호 전달 경로 중 IκB의 phophorylation/degradation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면역블롯검사를 시행한다. TUDCA로 전처치

한 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를 TNF-α로 1시간 동안 자극한다. 각각 

phospho-IκB, IκB, 그리고 β-actin을 검출한다. 2차 항체로 HRP 

(horse 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rabbit antibody를 이용하

여 ECL kit를 처리한 후에 X선 필름에 노출시켜 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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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코올 유발 위염 마우스 모델에서 TUDCA의 항염증 

효과 및 UDCA와 비교 

가. 실험 동물  

7주령의 C57BL/6 마우스를 사용하며,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게 하고, 각 그룹당 5마리의 마우스를 사용한다. 

나.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 및 TUDCA/UDCA 투여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각 군은 아래와 같이 나누며 PBS

와 TUDCA/UDCA는 에탄올 투여 1시간 전에 처치한다. 이후 에탄올을 

아래의 농도로 경구 투여하며 24 시간 후 마우스를 희생시켜 위를 적출

한다.7 

그룹 1. 음성 대조군 

그룹 2. PBS 전처치 후 에탄올(5g/kg) 처치 군 

그룹 3. TUDCA (50mg/kg) 전처치 후 에탄올(5g/kg) 처치 군  

그룹 4. TUDCA (250mg/kg) 전처치 후 에탄올(5g/kg) 처치 군 

그룹 5. UDCA (50mg/kg) 전처치 후 에탄올(5g/kg) 처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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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안적 평가 

위염 유발 후 마우스를 희생하고 위를 적출한 후 대만을 따라 열어 PBS

로 씻은 다음 궤양 및 미란, 발적, 출혈 등의 육안적 평가를 시행한다.8 

아래와 같은 육안 소견 점수 기준에 따라 육안적 평가를 시행하고, 각 그

룹별 점수를 비교한다.  

 

육안 소견 점수 기준 

0: 정상                  

0.5: 가벼운 국소적 발적 

1: 전반적 발적 또는 작은 점막 출혈(< 1mm) 

2: 큰 점막 출혈(≥ 1mm) 

3: 작은 궤양 (< 2mm) 

4: 큰 궤양 (≥ 2mm) 

5: 천공된 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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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미경적 평가  

위에서 2cm 크기의 조직을 채취하여 포르말린 용액에 넣어 고정시킨 후 

파라핀 함몰 조직 절편을 만든다. 조직 절편은 H&E 염색을 시행하여 점

막 손상의 정도와 범위를 점수로 환산한다.8 아래와 같은 현미경 소견 점

수 기준에 따라 현미경적 평가를 시행하고, 각 그룹별 점막 손상 지수를 

비교한다. 

 

점막 손상 점수 

0: 정상  

1: 위 점막 표면의 경미한 손상 또는 점막층 상부 선세포 2-3개 손상  

2: 1점보다 손상이 심하지만, 위 점막 두께의 50% 미만 손상 

3: 위 점막 두께의 50% 이상 손상 

점막 손상 범위 점수 

1: 위 점막의 10% 미만 

2: 위 점막의 10% 이상, 25% 미만 

3: 위 점막의 25% 이상, 50% 미만 

4: 위 점막의 50% 이상 

점막 손상 지수 = (점막 손상 점수) x (점막 손상 범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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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SAID 유발 위염 마우스 모델에서 TUDCA의 항염증 

효과 및 UDCA와 비교 

가. 실험 동물  

7주령의 C57BL/6 마우스를 사용하며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게 하며 각 그룹당 5마리의 마우스를 사용한다 

나. 인도메타신 유발 위염 모델 및 TUDCA/UDCA 투여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함. 각 군은 아래와 같이 나누며 PBS와 

TUDCA는 인도메타신 투여 1시간 전에 처치한다. 이후 인도메타신을 아

래의 농도로 경구 투여하며 24 시간 후 마우스를 희생시켜 위를 적출한

다. 

그룹 1. 음성 대조군 

그룹 2. PBS 전처치 후 인도메타신(30mg/kg in 5% NaHCO3) 처치 군 

그룹 3. TUDCA (50mg/kg) 전처치 후 인도메타신(30mg/kg in 5% 

NaHCO3) 처치 군  

그룹 4. TUDCA (250mg/kg) 전처치 후 인도메타신(30mg/kg in 5% 

NaHCO3) 처치 군 

그룹 5. UDCA (50mg/kg) 전처치 후 인도메타신(30mg/kg in 5% 

NaHCO3) 처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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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안적 평가 및 현미경적 평가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 

 

 

4. 통계 분석 

SPSS Statistics version 20.0 (SPSS Inc., Chicago, IL)을 이용해서 통

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룹 간의 차이는 Kruskal-Wallis test 및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P-value가 0.05보다 작

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연구 윤리 

본 연구의 동물실험은 보라매병원 전임상실험실에서 수행되었고, 동물실

험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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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인간 위 점막 상피세포주에서 TUDCA의 NF-κB 신

호 전달에 대한 억제효과 

가. RT-PCR 

위 점막 상피세포주를 배양하고, TUDCA 50mg/kg와 250mg/kg로 24시

간 동안 전처치 한 후 TNF-α로 1시간 자극하고, RNA를 분리하여 역

전사 시키고, human IL-1α, IL-1β에 대한 특이 primer를 이용하여 

RT-PCR을 시행했다. TNF-α에 의한 IL-1α mRNA 발현이 TUDCA 

전처치 시행시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그림 1. MKN-45 세포주를 이용한 RT-PCR에서 TNF-α 자극에 의

해 증가되는 IL-1α mRNA 발현이 TUDCA 전처치 시행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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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MSA 

위 점막 상피세포주에서 TUDCA가 NF-κB DNA binding activity에 영

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EMSA를 시행했다. TUDCA 전처치 시행시 

NF-κB DNA binding activity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MKN-45 세포주를 이용한 EMSA에서 TNF-α 자극에 의한 

NF-κB 활성도 증가가 TUDCA 전처치 시행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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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역블롯검사  

위 점막 상피세포주를 TUDCA로 전처치 했을 때, TNF-α 자극으로 유

발된 IκB의 인산화가 감소했다. TUDCA 50mg/kg로 전처치를 했을 때

보다 TUDCA 250mg/kg으로 전처치를 했을 때 IκB의 인산화가 더욱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그림 3. MKN-45 세포주를 이용한 면역블롯검사에서 TNF-α 자극에 

의해 증가되는 IκB의 인산화가 TUDCA 전처치 시행시 감소하였다.   



13 

 

2. 알코올 유발 위염 마우스 모델에서 TUDCA의 항염증 

효과 및 UDCA와 비교 

가. 육안적 평가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의 육안적 평가에서 TUDCA는 50mg/kg와 

250mg/kg 두 용량 모두에서 알코올에 의한 위염 유발을 유의하게 억제

하였으나, UDCA 50mg/kg에서는 유의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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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의 육안적 평가에서 TUDCA는 

50mg/kg와 250mg/kg 두 용량 모두에서 알코올에 의한 위염 유발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A)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의 육안 소견 (B)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의 각 그룹별 육안 소견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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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미경적 평가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의 현미경적 평가에서 TUDCA 250mg/kg 용량에

서 알코올에 의한 위염 유발을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나 TUDCA 

50mg/kg와 UDCA 50mg/kg에서는 유의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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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의 현미경적 평가에서 TUDCA는 

250mg/kg 용량에서 알코올에 의한 위염 유발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A)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의 현미경 소견 (B)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

의 각 그룹별 현미경 소견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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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SAID 유발 위염 마우스 모델에서 TUDCA의 항염증 

효과 및 UDCA와 비교 

가. 육안적 평가 

NSAID 유발 위염 모델의 육안적 평가에서 TUDCA는 250mg/kg 용량

에서 NSAID에 의한 위염 유발을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나 TUDCA 

50mg/kg와 UDCA 50mg/kg에서는 유의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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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NSAID 유발 위염 모델의 육안적 평가에서 TUDCA는 

250mg/kg 용량에서 NSAID에 의한 위염 유발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A) NSAID 유발 위염 모델의 육안 소견 (B) NSAID 유발 위염 모델의 

각 그룹별 육안 소견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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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미경적 평가 

NSAID 유발 위염 모델의 현미경적 평가에서 TUDCA는 250mg/kg 용

량에서 NSAID에 의한 위염 유발을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나 TUDCA 

50mg/kg와 UDCA 50mg/kg에서는 유의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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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7. NSAID 유발 위염 모델의 현미경적 평가에서 TUDCA는 

250mg/kg 용량에서 NSAID에 의한 위염 유발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A) NSAID 유발 위염 모델의 현미경 소견 (B) NSAID 유발 위염 모델

의 각 그룹별 현미경 소견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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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일련의 연구를 통해 NF-κB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만성적인 점막의 염

증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다.9 또한, 소포체 스트레스 반

응이 염증성 장질환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며 NF-κB신호 전달에도 관련

되어 있음이 밝혀져 있다.10 최근 대장염 동물 모델에서 TUDCA가 항염

증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고,3 배양한 토끼 위 상피세포에 대해 보호효

과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지만,5 TUDCA의 위 상피세포에 대한 보호

효과의 병태생리와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본 연

구에서는 TUDCA가 위 점막 상피세포에서 IL-1α 발현을 억제함을 보

여주었다. 또한, TUDCA에 의해 위 점막 상피세포에서 IκB의 인산화와 

NF-κB의 활성화가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In vitro 실험에서 확인

된 효과를 In vivo에서 확인하기 위해 알코올 및 NSAID로 유발시킨 위

염 마우스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했고, 이를 통해 TUDCA가 알코

올 및 NSAID로 유발시킨 마우스의 위염을 개선시킴을 규명하였다.  

NF-κB는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하는 신호전달 체계로 세균, 바이러스 

감염, 염증성 사이토카인, lipopolysaccharide, 자외선 등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어 염증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NF-κB는 homodimer 

혹은 heterodimer로 존재하는데 자극이 없는 경우에는 핵 내로 이동을 

억제하는 IκB와 결합하여 세포질 내에 존재한다. 하지만 바이러스나 

TNF-α와 같은 자극에 의해 IκB가 IκB kinase에 의해 인산화되면 I

κB가 분해되고 NF-κB는 핵내로 이동하여 많은 전염증성 유전자의 발

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본 연구에서는 TUDCA에 의해 

위 점막 상피에서 IκB의 인산화가 억제되고 IL-1α 발현이 감소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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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TUDCA의 위 점막 상피세포에 대한 보호효과의 

병태생리와 기전을 분석하고 이를 마우스 위염모델을 적용한 첫 번째 연

구이다.  

TUDCA가 마우스 위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알코올과 NSAID를 이용한 두 가지 모델을 통해 연구를 수행

하였다.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의 육안적 평가에서 TUDCA는 50mg/kg

와 250mg/kg 두 용량 모두에서 알코올에 의한 위염 유발이 유의하게 

억제되었으나, UDCA 50mg/kg에서는 이러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의 현미경적 평가에서 TUDCA는 250mg/kg 

용량에서는 알코올에 의한 위염 유발이 유의하게 억제되었으나 TUDCA 

50mg/kg와 UDCA 50mg/kg에서는 유의한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다. NSAID 유발 위염 모델에서는 육안적 평가와 현미경적 평가 모두 

TUDCA 250mg/kg 용량에서 NSAID에 의한 위염 유발이 유의하게 억

제되었으나 TUDCA 50mg/kg와 UDCA 50mg/kg에서는 유의한 억제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위 점막 염증의 주요 치료 원칙은 위산 분비의 억제이고, 위산 분비를 억

제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H2 수용체 길항제와 프로톤 펌프 억제제인데, 

이들 약제는 위산분비 억제를 통해 비교적 높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H2 수용체 길항제는 내성이 빠르게 유발되고 

약 중단시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11 프로톤 펌프 

억제제의 경우에는 장기 사용시 다양한 부작용의 위험성 증가가 보고되

었는데, 위 용종, 폐렴이나 Clostridium difficile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14 또한 간경화가 동반된 환자에서는 자발성 복막

염의 위험과 사망률을 높였다.15 게다가, 알코올은 그 자체로서 혈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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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린 농도를 높이지 않아서, 알코올 섭취시 위산에 의한 점막 손상은 

그 역할이 적다.16 즉, 알코올에 의한 위 점막 손상의 치료에 있어서 프

로톤 펌프 억제제와 같은 약물은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알코올에 의한 위 점막 손상으로부터 위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해 TUDCA가 알코올 유발 

위염 모델에서 위염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가짐을 그 병태생리와 기전과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SAID 유발 위염 모델에서도 TUDCA가 

예방적 효과를 가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TUDCA가 알코올 또는 NSAID에 의한 

위염의 예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임상 연

구 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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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The causes of gastric mucosal injury are various, and 

gastritis is one of the most common digestive diseases. Alcohol an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SAIDs) are common causes 

of gastritis. Tauroursodeoxycholic acid (TUDCA) has been shown to 

inhibit experimental colitis by preventing intestinal epithelial cell 

death. Protective effects of TUDCA on gastric epithelial cells have 

been reported in some animal models, but the precise mechanisms 

have not been elucidated. In this study,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UDCA on NF-κB signaling in gastric epithelial cells. We 

also aimed to evaluate the protective effects of TUDCA in 

experimental gastritis models induced by alcohol and NSAIDs and 

compare with ursodeoxycholic acid (UDCA).   

Methods: Human gastric epithelial MKN-45 cell lines were cultured. 

After pretreatment with TUDCA or UDCA, cells were stimulated 

with TNF-α.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for 

human IL-1α and IL-1β mRNA was performed.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was performed. Immunoblot analyses 

were performed. In models of murine gastritis, after pretreatment 

with TUDCA or UDCA, ethanol and indomethacin were administered 

by oral gavage. Macroscopic and microscopic assessment was 

performed to evaluate preventive effect of TUDCA and UDCA on 

murine gast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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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Pretreatment with TUDCA downregulated IL-1α mRNA 

level in MKN-45 cells stimulated with TNF-α, as assessed by 

real-time RT-PCR. As determined by EMSA, pretreatment with 

TUDCA reduced the TNF-α-induced NF-κB DNA binding 

activity. Pretreatment with TUDCA inhibited IκB phosphorylation 

induced by TNF-α, as assessed by immunoblot analysis. TUDCA 

attenuated alcohol-induced and NSAID-induced gastritis in a 

murine model, as determined by macroscopic and microscopic 

assessment.   

Conclusions: TUDCA was found to prevent alcohol-induced and 

NSAID-induced gastritis in a murine model. These results support 

the potential of TUDCA for the prevention of gastritis in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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