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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나무딸기 과일의 항산화·항염증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정 하 나

염증반응으로 인한 염증성 물질 분비와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
는 세포 내의 항산화 방어체계와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조직의 단백질, 지질,
DNA 등을 손상시킨다. 이러한 염증반응에서 항산화 물질은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성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만성 염증성 질
환의 예방과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딸
기류(Rubus)의 과일은 폴리페놀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능이
높으며, 특히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매우 높아 항염증 효과가 기대된
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배된 다양한 나무딸기 과일이 함유한 폴리페
놀이 직접적인 ROS 생성이나 염증반응으로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블랙라즈베리(Rubus

occidentalis),

블랙베리(Rubus

fruticosus), 복분자(Rubus coreanus Miquel) 과일의 항산화 성분
과 항산화능을 비교하고, 대식세포주(RAW264.7)와 대장상피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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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Caco-2)를 이용하여 과일에서 분리한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산화적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
한 동물 모델에서 블랙라즈베리 동결건조물의 섭취가 난소절제로
인해 증가하는 산화적 스트레스 및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다.
나무딸기 과일의 항산화 성분과 항산화능을 비교한 결과, 블랙
라즈베리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유의적으
로 높았고, 항산화능도 가장 높았다. 또한, 과일에서 분리한 안토시
아닌 분획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블랙라즈베리에는 cyanidin-3rutinoside(C3R)가 60.1%, 블랙베리와 복분자에는 cyanidin-3glucoside(C3G)가 각각 82.3%와 72.7%로 가장 많았다. 산화적으
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를 이용하여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C3G, C3R)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한 결과, 20μg/mL의
안토시아닌 분획, C3G, C3R은 hydrogen peroxide(H2O2) 처리로
인한 세포 내의 ROS 증가를 유의적으로 억제했다(p<0.05). 또한,
nuclear factor(erythroid-derived 2)-like 2(Nrf2)의 단백질 발
현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며,(p<0.05), 이로 인해 superoxide
dismutase(SOD)와 glutathione peroxidase(GPx)의 활성이 증가
하여 세포의 항산화능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20μg/mL의 안토시
아닌 분획, C3G, C3R은 hydrogen peroxide(H2O2) 처리로 인한 핵
내의 DNA의 손상도 유의적으로 억제했다(p<0.05). 또한, 안토시아
닌 분획, C3G, C3R은 lipopolysaccharide(LPS)로 자극한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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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세포주에서 inhibitory kappa Bα(I-κBα)의 단백질 발현
을 유지시켜 nuclear factor kappa B(NF-κB)의 활성을 억제시키
고,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와 cyclooxygenase2(COX-2)의 단백질 발현을 유의적으로 억제시켰다. 이것은 LPS
로

자극한

대식세포에서

분비되는

nitric

oxide(NO)나

prostaglandin E2(PGE2)를 감소시킨 결과와도 일치했다. 과일의 안
토시아닌 분획, C3G, C3R은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에
서 Nrf2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켰고,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 1(ICAM-1)의 단백질 발현은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지만
(p<0.05), cluster of differentiation(CD) 62L(L-selectin)의 발현
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과일의 안토시아닌 분획, C3G,
C3R(20 μg/mL)은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의 배양액
(conditioned medium)으로 염증반응을 유도한 Caco-2 세포주에
서도 NF-κB와 iNOS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시키고, 세포에서 분비
되는 NO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p<0.05). 과일의 안토시아닌 분
획, C3G, C3R(20 μg/mL)은 CM으로 자극한 Caco-2 세포주에서
Nrf2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고, ICAM-1의 단백질 발현을 유의
적 감소시켰지만(p<0.05), L-selectin의 단백질 발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나무딸기류 과일의 안토시아
닌 분획과 안토시아닌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가한 RAW 264.7 세포
주 내의 ROS를 소거하는 동시에 항산화 활성을 높이고, LPS로 자

- III -

극한 RAW 264.7 세포주에서 염증물질의 생성을 감소시킴을 확인
하였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나무딸기 중에서 폴리
페놀 함량과 항산화능이 가장 높은 블랙라즈베리가 LPS로 자극한
대식세포에서 염증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도 감소시킬 수 있는
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블랙라즈베리에서 분리한 안토시아닌 분획
물과 비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이 염증을 유발
한 세포 내에서도 유효하며, 염증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포 내의
ROS와 DNA 산화를 감소시켜 과도한 염증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
음을 확인했다. 또한, 동물 모델에서 8주간의 블랙라즈베리 동결건
조물의 섭취가 난소절제로 인해 증가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및 염증
반응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험군은 총 5군으로
Sham 군(Sham, n=8), 난소절제+에스트로겐 펠렛 삽입군(ES,
n=8), 난소절제+플라시보 펠렛 삽입군(NC, n=10), 난소절제+플
라시보 펠렛+2%(w/w) 블랙라즈베리 건조물 첨가군(BR2%, n=8),
난소절제+플라시보 펠렛+5%(w/w) 블랙라즈베리 건조물 첨가군
(BR5%, n=8)이었다. 실험기간 동안 식이섭취량은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ES와 Sham 군의 체중이 NC, BR2%, BR5% 군의 체중보
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또한, 혈청과 간의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은 2%와 5%의 블랙라즈베리를 섭취했을 때 농도 의존
적으로 낮았고, NC 군과의 차이는 없었다. 혈청 malondialdehyde
(MDA)는 2%와 5%의 블랙라즈베리를 섭취한 군이 NC 군보다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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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BR5% 군이 ES 군과 NC 군보다 각각 27.4%와 24.9% 낮았
다.

산화

LDL은

ES

군이

NC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p<0.05), BR5% 군은 NC 군보다 16.6% 낮았다. 혈청 NO는 블랙
라즈베리를 섭취했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낮았지만, interleukin(IL)
-1β,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Interferon-γ(IFNγ)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혈청 C-reactive protein 수준에는 변화
가 없었다. 또한, 블랙라즈베리를 섭취한 군에서 혈청 IL-6, IL-10,
IL-1α 수치가 농도의존적으로 낮았고, BR5% 군이 NC 군보다 낮
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조직의 염증성 유전자와 단백질 발
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지방 조직에서 BR5% 군의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MCP-1) mRNA 발현량은
NC 군보다 81.8% 낮았고(p>0.05), BR5% 군의 IL-6 mRNA 발
현량은 NC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지방 조직과 대동
맥에서 iNOS 단백질의 발현은 BR2%와 BR5% 군이 NC 군보다 유
의적으로 낮았으며(p<0.05), 간 조직에서의 NF-κB 단백질 발현
은 BR2%와 BR5% 군이 NC 군보다 각각 48.1%와 66.3% 낮았다
(p<0.05).
본 연구에서는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에 함유되어 있
는 안토시아닌이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세포 내의 ROS와
DNA 산화를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 가지 나무딸기
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시아닌은 염증반응을 유발한 대식세포와 대
장상피세포에서 NF-κB로부터 유도되는 염증성 단백질의 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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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으나, 안토시아닌의 조성이나 종류에 따른
항산화와 항염증 활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블랙라즈베리에서
분리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LPS로 유발한 염증 반응으로 인
해 증가한 대식세포 내의 ROS와 DNA 손상도 억제했다. 동물 모델
에서도 5%의 블랙라즈베리 동결건조물의 섭취가 난소절제로 인해
증가되는 혈청 산화지표를 완화시키며, 혈청 IL-6, IL-10, IL-1α
수치가 블랙라즈베리 동결건조물을 섭취한 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5%의 블랙라즈베리 동결건조물의 섭취
가 난소절제 동물의 지방 조직에서 유도되는 IL-6 mRNA 발현과
iNOS 단백질 발현을 완화하고, 간 조직에서의 NF-κB 단백질 발
현도 완화한 것을 확인했다.

주요어: 나무딸기,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 안토시아닌, 폴
리페놀, 항산화, 항염증, RAW264.7, Caco-2, 난소절제쥐

학번: 2009-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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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론

염증반응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물질이 체내로 유입
되었을 때 일어나는 생체 방어 반응으로, 각종 조직세포와 면역세포
가 이러한 이물질을 공격하기 위해 다량의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과 활성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
RNS)을

생성하여

생체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Tak

&

Firestein, 2001). 하지만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면 염증 관
련 세포에서 염증 매개 물질이 과도하게 생성되고, 그 결과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들을 만성 염증성질환이라
한다(Fujihara et al., 2003; Tak & Firestein, 2001). 이러한 염증
반응에서는 ROS와 RNS뿐만 아니라 cyclooxygenase-2(COX-2)
와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와 같은 효소들이 급성
및 만성 염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nuclear
factor kappa B(NF-κB)는 ROS와 세포 내 항산화 방어체계의 균
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사인자로써 염증성 효소와 부착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Bodet et al., 2006; Fujihara et al., 2003; Muller

et al., 2010). lipopolysaccharide(LPS)나 면역세포들이 분비하는
싸이토카인에 의하여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NF-κB로부터 시작되는
강한

염증반응을

일으키며

과도한

염증성

싸이토카인,

nitric

oxide(NO), prostaglandin E2(PGE2) 등을 생성함으로써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det et al., 2006;
Fujihara et al., 2003; Mulle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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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염증반응은 감염 반응 이외에 비만, 노화, 대사증후군, 당
뇨 등의 원인으로 세포의 손상 시 생성되는 ROS와 RNS들에 의해
서도 증가하며, 체내에서 생성되는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
발되기도 하는데, LPS로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염증성 물질뿐만 아
니라 ROS를 과잉 생성하여 염증반응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도
증가시킨다(Chapple, 1997).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세
포 내의 항산화 방어체계와 ROS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세포와
조직의 단백질, 지질, DNA 등을 산화적으로 손상시켜 만성 염증성
질환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mnani &
Parihar, 1998; Tak & Firestein, 2001). 따라서 만성질환을 유발
할 수 있는 염증반응의 예방과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성
천연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과일과 채소
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다(Duthie & Crozier, 2000; Kris-Etherton et al., 2002;
Riceevans et al., 1995). 항산화제의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
소시켜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Tak & Firestein, 2001; Widén et al., 2010),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대식세포가 생성한 ROS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ROS의
발생 또한 조절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
이 보고되었다(Y. H. Kim et al., 2011; Kuhn et al., 2011; Youdim

et al., 2002; Yu & Kensler, 2005).
나무딸기류는 다른 채소나 과일에 비하여 항산화능이 높고 천연
색소의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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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sia et al., 2007; Fan-Chiang & Wrolstad, 2005; Kahkonen &
Heinonen, 2003; Moyer et al., 2002; Prior et al., 1998). 다양한
나무딸기류 중에서 우리나라의 토종 나무딸기는 복분자(Korean
raspberry, Rubus coreanus Miquel)라고 불리며, 근래에 외국에서
블랙베리(Rubus fruticosus), 블랙라즈베리(Rubus occidentalis),
보이센베리(Rubus ursinus × idaeus), 라즈베리(Rubus idaeus)
등 다양한 종류가 유입되었다. 이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보급하여 재배하는 품종은 블랙라즈베리로서 과일 수확량이 많고
다른 품종에 비하여 폴리페놀 함량이 매우 높고, 항산화능 또한 뛰
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Boyles & Wrolstad, 1993; Kahkonen et

al., 2003). 또한, 나무딸기 과일에는 안토시아닌, 탄닌, 플라보노이
드

등과

같은

폴리페놀류가

다양하게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Kahkonen et al., 2003; Moyer et al., 2002; Riceevans et al.,
1995; Zhishen et al., 1999), 이 중에서도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매
우

높아

강한

항산화·항염증

효능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Bowen-Forbes et al., 2010; Matsumoto et al., 2002; Pantelidis

et al., 2007).
이처럼 나무딸기의 생리활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
으나, 국내에서 재배된 다양한 나무딸기 과일의 생리활성을 비교하
거나, 나무딸기 과일이 함유한 폴리페놀이 염증반응이나 직접적인
ROS 생성으로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재배된 세 종류의 나무딸기 과일의 항산화 성분과 항산화능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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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무딸기 과일과 나무딸기 과일에 함유한 안토시아닌이 산화
적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ⅰ)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주를 산화적으로 자극함으로
써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반응의 억제를 확인하여 항산화 효과
를 평가하였고, ⅱ)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와 대장상피
세포주인 Caco-2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염증물질 생성 및 활성의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세 종류의 나무딸기류 중에서 가장
항산화 성분의 함량과 항산화능이 높은 블랙라즈베리가 함유하고
있는 폴리페놀이 ⅲ)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에서 증가
하는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ⅳ) 블랙라즈베리의
섭취가 난소를 절제한 동물모델에서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 유
도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및 염증반응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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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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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염증반응과 항산화 물질

염증반응은 감염성 물질이나 다양한 세포에서 분비하는 산화적
스트레스 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정상적인 방어기전으로 한시적으로
일어나며 빠르게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Bodet et al., 2006;
Fujihara et al., 2003; Muller et al., 2010). 하지만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서는 면역 및 염증반응이 적절하게 감소되지 않고, 염증성 면
역세포에서 분비하는 과도한 염증성 싸이토카인과 ROS가 지방과
대장을 포함한 여러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mier-Crouzet et al., 2009; Romier et al., 2008;
Tanoue et al., 2008).
염증반응으로 생성된 RO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전사인자인 NF-κB를 활성화
시켜 iNOS와 COX-2 등의 단백질 발현량을 증가시킨다(Tak &
Firestein, 2001). NF-κB는 p50(p50, p52)와 p65(p65, c-Rel,
RelB)의 이합체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NF-κB의 활성
을 억제하는 IκB 단백질(IκBα, IκBβ, IκBγ, IκBε, Bcl3)과
결합한 상태로 세포질에 존재한다(Park et al., 2008; Tak &
Firestein, 2001).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염성 싸이토카
인(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IL)-1), 감염
(LPS, dsRNA), 스트레스 등에 의해 NF-κB와 결합하고 있던 Iκ
B 단백질이 인산화되고, 분리된 NF-κB는 핵으로 들어가 염증 관
련 단백질과 발암 단백질 등의 발현을 유도한다(Madhusoodha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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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이렇게 NF-κB가 활성화되면 면역세포에서의 염증
효소인 iNOS와 COX-2 등의 발현이 증가되어 각각 NO와 PGE2의
분비량이 증가되어 염증 반응을 가속화함으로써 조직 손상이 일어
난다(Witthöft et al., 1998). iNOS가 분비하는 NO는 세포 내의 신
호전달자로서 염증성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emnani
& Parihar, 1998; Tak & Firestein, 2001), 고농도의 NO는 세포막
지질을 산화하거나 DNA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한다. 따라서
iNOS 발현 증가는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염증에 의한 조직 손
상을 유발한다(Chapple, 1997). 또한, 염증이 발생하면 세포 내의
항산화 방어체계가 약화되어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감소되면서 산
화적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증가한다(Fubini & Hubbard, 2003;
Hemnani & Parihar, 1998). 이렇게 증가한 세포 내의 ROS는 단백
질이나 DNA를 산화시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며, 세포막의 지방산
을

산화시켜

지질

과산화물을

생성하고,

이러한

결과

malondialdehyde(MDA)의 함량이 증가하면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일으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암과 동맥경화 등과 같은 여
러 가지 만성질환을 유발한다(Gloire et al., 2006).
그러므로 이러한 염증반응으로 인한 조직 손상에 관여하는 것으
로 알려진 염증성 물질을 억제하는 특이적인 소재를 찾는 것이 만
성 염증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으로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전사인자와 단백질의 발현에 관여
하는 동시에 염증으로 인해 분비되는 ROS와 RN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항산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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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Duthie & Crozier, 2000; Kris-Etherton et al., 2002;
Riceevans et al., 1995). 또한, 항산화제의 섭취는 직접적으로
ROS를 제거할 수 있으며, 염증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
켜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ak
& Firestein, 2001; Widén et al., 2010).

2.2.

나무딸기 과일의 항산화성분 함량 및 활성

나무딸기류(Rubus, Rosaceae)는 블랙베리, 블랙라즈베리, 보이
센베리 등이 유럽 및 북미를 비롯하여 아시아 서부, 아프리카 등지
에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나무딸기류는 복분자 딸기,
멍석딸기, 수리딸기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복분자가 널리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9). 근래에 우리나라에
서 주로 재배하여 판매되고 있는 나무딸기는 블랙라즈베리로써, 이
품종은 항산화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lisia et al., 2007;
Fan-Chiang & Wrolstad, 2005; Kahkonen & Heinonen, 2003;
Moyer et al., 2002; Prior et al., 1998).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무딸기류의 항산화능을 측정한 연구에서 라즈베리 또한 항산화효
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Pantelidis et al., 2007), 블랙베리
가 다른 나무딸기류에 비하여 항산화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안토
시아닌과 페놀 함량이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ReyesCarmona et al., 2005). 그리고 블랙베리와 라즈베리는 숙성함에
따라 색이 진해지는데, 이에 비례해서 항산화 효과가 커진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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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Beekwilder et al., 2005). 또한 항산화능을 조사한 연구에
서 과일과 채소의 항산화능을 비교해본 결과(Figure 1), 블랙라즈베
리가 나무딸기류 중에서도 색이 진하고 항산화능이 월등히 높으며
다른 과일과 채소보다 항산화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ung et

al., 2012; Moyer et al., 2002).
나무딸기에는 안토시아닌, 탄닌,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폴리
페놀류가 다양하게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Figure 2), 생리활성 기능
이 있는 triterpene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hkonen

et al., 2003; Moyer et al., 2002; Riceevans et al., 1995; Zhishen
et

al.,

1999).

블랙베리에는

coumaric

acid,

3,4-

dimethylcinnamic acid, hydroxycaffeic acid, salicylic acid 등을
비롯한 phenolic acid가 유리된 형태, ester 형태, 당과 결합된 형태
로 존재하고 있다(Wyzgoski et al., 2005). 블랙베리에는 240300 mg/100 g, 블랙라즈베리에는 약 690 mg/100 g, 레드라즈베리
에는 약 90 mg/100 g의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다(Wu et al.,
2006). 또한, 51 가지 품종의 블랙베리의 안토시아닌 조성을 분석
한 결과, cyanidin-3-glucoside(C3G)가 주요 안토시아닌이었으며
(Fan-Chiang & Wrolstad, 2005), 블랙베리에 함유되어 있는 안토
시아닌 중 약 90%가 C3G라고 보고하였다(Elisia et al., 2007). 블
랙라즈베리에는

cyanidin-3-rutinoside(C3R)과

cyanidin-3-

xylosylrutinoside가 가장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하였다(Moye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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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tioxidant activities of fruits and vegetables (Jung et al., 2012; Moye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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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Bioactive compounds of Rubus fruits (Kahkonen et al., 2003; Moyer et al., 2002; Riceevans et

al., 1995; and Zhishe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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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나무딸기 과일의 항산화·항염증 생리활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염증반응으로 인한 조직 손상에서 직접
적으로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동시에 염증으로 인해 분비되는 ROS
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항산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항산화제의 섭취는 염증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ak & Firestein, 2001; Widén et al., 2010). 나무
딸기류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다량 함유하고 있
으며,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ROS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ROS
의 발생 또한 조절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Y. H. Kim et al., 2011; Kuhn et al., 2011;
Youdim et al., 2002; Yu & Kensler, 2005). 블랙라즈베리뿐만 아
니라 블랙라즈베리에서 분리한 C3G가 대식세포의 SOD와 GPx 활
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보고되었으며(Jeong et al., 2010; Lai et

al., 2012), C3G나 안토시아닌 분획물이 대식세포나 대장세포의
DNA의 산화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Lai et al., 2012; PoolZobel et al., 1999). 또한, 블랙베리와 블랙라즈베리는 안토시아닌
의 함량이 매우 높아, 더욱 높은 항산화 효능을 가진다고 보고되었
다(Bowen-Forbes et al., 2010; Matsumoto et al., 2002;
Pantelidis et al., 2007).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나무딸기류 안토시아닌의 함염증 활성
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해보면(Figure 3), iNOS나 COX-2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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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및 발암성 단백질의 발현과 효소적 활성을 억제하여 NO나
PGE2의 생산을 감소시킴으로써 항염증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
였다(Chen et al., 2006; Hou et al., 2005). Pergola 등(2006)도
블랙베리 추출액에서 분리한 안토시아닌 분획(총 안토시아닌 중
C3G가 약 88% 차지)이 I-κBα의 손상을 억제하여 iNOS의 발현
을 줄여 NO 생합성을 저지한다고 밝혔다(Pergola et al., 2006). 블
랙라즈베리 추출물도 iNOS와 COX-2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보고되
었다(Chen et al., 2006). 또한, 검은콩깍지에서 분리한 안토시아닌
분획이 TNF-α로 염증을 유발한 혈관내피세포의 intercellular
adhesion

molecule

1(ICAM-1)과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1의 발현을 감소시키며(Nizamutdinova et al., 2009),
C3G와 peonidin-3-glucoside도 혈관내피세포나 혈전의 부착분자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Xia et al., 2009). Edith 등
(2010)의 연구에서도 블랙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COX2 발현을 억제하여 NO의 분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주에서 NO, PGE2, 염증성 싸이
토카인의 생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복분자 과일의 숙
성 정도가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Yang et al., 2007). Pergola 등(2006)은 LPS 처리한
J774 세포에 블랙라즈베리 안토시아닌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NO
의 생성이 감소하였고, LPS 처리한 쥐의 폐에서 iNOS 단백질 발현
을 저하시키고 iNOS 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I-κBα의

분해와

extracell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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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regulated

protein

kinase-1/2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LPS 처리로 형성된 NF-κ
B pathway의 활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규명하였다(Pergola et al.,
2006). 또한, Li 등(2008)은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이 activator
protein 1과 NF-κB를 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반응의 상층
기작인 phosphatidylinositol 3-kinase/protein kinase B-p70S6
kinase와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경로도 억제하여 항
암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Li et al., 2008).

Figure 3. Effects of bioactives in Rubus fruits on cellular
functions and signal transduction pathways (Chen et al., 2006;
Hou et al., 2005; Pergola et al., 2006; Yang et al., 2007; and Li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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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무딸기에 다량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식물체 내에서 배
당체 형태로 존재하여 비배당체인 안토시아니딘보다 생리적으로 안
정하며 높은 항염증효과를 가지고 있어 천연약물개발에 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Thomasset et al., 2009). 현재까지 연구한 안토시아닌
류의 소화 및 흡수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Wu 등(2006)은
돼지 새끼에 블랙라즈베리를 섭취시켜 4시간 후 소화기 각 부위의
안토시아닌 함량을 측정한 결과, 섭취한 안토시아닌을 약 42%를
회수할 수 있었으며, 주로 회장, 맹장, 결장에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
다(Wu et al., 2006). Prior와 Wu(2006)는 안토시아닌이 주로 그
형태 그대로 흡수되며 소변으로는 섭취량의 0.1%만 배설된다고 보
고하였다. 그리고 섭취 후 4시간이면 60-90%의 안토시아닌이 소
화 장기에서 사라진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Talavéra 등(2005)은 쥐에 블랙베리 안토시아닌 강화 식이
를 15일간 투여한 결과, 위장에서는 원래 블랙베리 안토시아닌인
C3G와 cyanidin-3-O-pentose만 검출되었고, 공장, 간장, 신장에
서는

안토시아닌,

methyl화된

안토시아닌,

conjugated

anthocyanidin(cyanidin, peonidin), monoglucuronide 등이 검출하
였다. 뇌에는 원래 형태의 블랙베리 안토시아닌과 peonidin 3-Oglucoside을 비롯한 안토시아닌류의 농도가 0.25 nmol/g tissue로
나타나,

뇌에도

안토시아닌이

들어가

(Talavera et al., 2005).

- 16 -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제 3 장
나무딸기 과일의 항산화·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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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론

염증반응은 감염성 물질이나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Bodet et al., 2006; Fujihara et al., 2003; Muller et al.,
2010), 대식세포에서 분비하는 과도한 염증성 싸이토카인, NO,
PGE2 등은 인접한 여러 조직을 손상시켜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유
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mier-Crouzet et al., 2009; Romier

et al., 2008; Tanoue et al., 2008).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되는 산
화 물질과 염증 물질은 세포막 지질, 단백질, DNA 등을 산화하거나
손상시켜 만성 염증성질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Hemnani &
Parihar, 1998; Tak & Firestein, 2001). 따라서 염증반응의 예방
과 산화적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Duthie & Crozier, 2000; Kris-Etherton

et al., 2002; Riceevans et al., 1995), 직접적으로 ROS를 제거할
수 있는 강한 항산화 물질의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ak &
Firestein, 2001; Widén et al., 2010).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나무딸기류는 항산화 물질의 함량이
높아 항산화능이 월등히 높고(Elisia et al., 2007; Fan-Chiang &
Wrolstad, 2005; Kahkonen & Heinonen, 2003; Moyer et al.,
2002; Prior et al., 1998), 나무딸기류가 함유하고 있는 플라보노이
드와 폴리페놀은 대식세포가 생성한 ROS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ROS의 발생 또한 조절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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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이 보고되었다(Y. H. Kim et al., 2011; Kuhn et al., 2011;
Youdim et al., 2002; Yu & Kensler, 2005). 또한, 나무딸기 과일
은 수용성 색소인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매우 높으며, 강한 항산화·
항염증 효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Bowen-Forbes et al., 2010;
Matsumoto et al., 2002; Pantelidis et al., 2007).
이처럼 나무딸기의 항산화·항염증 활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나, 나무딸기 과일에서 분리한 안토시아닌이 대식세포
나 대장상피세포의 염증반응이나 직접적인 ROS 생성으로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세포 내의 항산화 방어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의 항산화성분과 항산화능을 비교하고, 이들이 함
유한 안토시아닌이 산화적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상태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주에
산화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반응의 억제를
확인하여 항산화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와 대장상피 세포인 Caco-2 세포주에서 유발되는 염
증물질 생성 및 활성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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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재료 및 방법

3.2.1.

시료 제조

실험에 사용한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는 전라북도 고창군
에서 수확한 것을 냉동된 상태로 구입하여 -20℃에 보관하여 사용
하였다. 20 g의 나무딸기 과일에 60% 에탄올(Samchun Chemical
Co., Ltd., Pyeongtaek, Korea) 100 mL를 첨가하여 1시간 동안 교
반한 후, Whatman No. 2 여과지(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로 여과하였다. 여과한 여액을 40℃에서 감압농축
기(A-10005; Eyela Co., Tokyo, Japan)로 감압농축한 뒤 일부 농
축물은 안토시아닌 분획을 분리하는데 사용하고, 여액은 동결건조하
여 사용 전까지 -2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안토시아닌 분획을 분
리하기 위하여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 농축물 5 mL를
0.01% HCl 메탄올 용액 5 mL와 0.01% HCl 수용액 5 mL로 활성
화시킨 Sep-Pak Plus C-18 cartrage(Waters Co., Milford, MA,
USA)에 주입하였다. 5 mL의 물을 통과시켜 당을 비롯한 안토시아
닌을 제외한 물질을 받아 버린 후 5 mL의 0.01% HCl 메탄올 용액
을 통과시켜 안토시아닌 분획을 받아 HPLC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
다.

남은

여액은

질소

증발농축기(Barnstead/Thermolyne,

Dubuque, IW, USA)를 사용하여 농축하여 사용 전까지 -2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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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항산화 성분 및 활성 분석

3.2.2.1.

총 폴리페놀 함량

세 가지 나무딸기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Singleton 등
(1999)의 방법에 따라 Folin-Ciocalteu 시약이 추출물의 폴리페놀
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되어 청색으로 발색하는 원리로 분석하였다
(Singleton et al., 1999). 추출물의 농도를 gallic acid(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작성
한 검량선의 범위가 되도록 물에 희석하였다. 이 희석한 추출물 20
μL에 물 1.58 mL를 첨가하고 2 N Folin-Ciocalteu 시약(Sigma
Chemical Co.)을 100 μL씩 넣어서 3분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
에 20%(w/v) Na2CO3 용액 300 μL를 첨가하고 40℃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Spectrophotometer(Beckman

DUⓇ

530,

Beckman Coulter Inc., Fullerton, CA, USA)를 사용하여 76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2.2.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동결건조 시료의 농도를 15 mM catechin hydrate(Sigma
Chemical Co.)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작성한 검량선 범위가 되도
록 물로 희석하였다. 희석한 시료 500 μL를 5%(w/v) sodium
nitrate(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75 μL와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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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반응시킨 후 10%(w/v) aluminum chloride(Junsei Chemical
Co.) 150 μL를 첨가하여 5분 동안 방치하였다. 이 반응액에 1 M
NaOH(Samchun Pure Chemical Co., Ltd.) 500 μL를 첨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1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3.2.2.3.

안토시아닌 조성

세 가지 나무딸기 추출물의 안토시아닌 조성 분석은 Agilent
1100 series HPLC system(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
Clara, CA, USA)과 Waters C18 symmetry column(4.6 ｘ 75
mm, 3.5 μm, Waters Assoc.), a diode array detector(520 nm)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용매는 10% formic acid solution(A)과
acetonitrile(B)가 사용하였으며, gradient는 0–1 min, 2–10% 용매
B(linear gradient); 1–20 min, 10–15% 용매 B; 20–25 min, 15–
20% 용매 B; 25–30 min, 20–2% 용매 B로 하였다. 유속은 1.2
mL/min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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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세

항산화능

가지

reducing

나무딸기
antioxidant

추출물과

안토시아닌

power(FRAP)

분획물의

측정은

ferric

Benzie와

Strain(1996)의 방법을 참고하였다(Benzie & Strain, 1996). 10
mM 2,4,6-tri(2-pyridil)-s-triazine(TPTZ; Sigma Chemical
Co.)를 40 mM HCl(Samchun Pure Chemical Co.)에 녹여서
TPTZ 용액을 만들었다. pH 3.6인 300 mM sodium acetate(Sigma
Chemical Co.) 완충용액을 만들었고, 실험 직전에 20 mM FeCl3 용
액(Duksan Pure Chemical Co., Pyeongtaek, Korea)을 만들었다.
Sodium acetate 완충용액, TPTZ 용액, FeCl3 용액을 각각 10:1:1
의 비율로 혼합하여 37℃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FRAP 측정시의
모든 시료의 희석과 용액은 Chelex(2 g/L, Chelex 100 sodium
form; Sigma Chemical Co.)로 만든 deionized water로 제조하였다.
추출물을 증류수를 사용하여 용해하고, 시료 첨가 직전에 37℃에서
데워 놓은 TPTZ 용액 270 μL와 희석한 시료 30 μL를 37℃에
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
질로

1

mM

trolox((+/-)-6-hydroxy-2,5,7,8-

tetramethylchromane-2-carboxylic acid)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시료의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TEAC)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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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RAW 264.7 세포주에서의
항산화 효과

3.2.3.1.

세포 독성

세 가지 나무딸기 추출물과 안토시아닌 분획물의 세포 독성은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Chemical Co.)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Mosmann, 1983). 본 실험에 사용한 RAW 264.7 세포주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5%

fetal

bovine

serum(FBS, Gibco BRL)과 1% penicillin/streptomycin(Gibco
BRL)을 첨가하여 37℃의 CO2 인큐베이터(HEPA Class 100,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Rockford, IL, USA)에서 배양하였
다. 세포가 80% 정도 증식하면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Gibco BRL)로 씻어낸 후, scraper를 사용하여 계대배양하였다.
RAW 264.7 세포주를 96-well, flat-bottom plate에 1×104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고 5% CO2와 37℃의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다양한 농도의 시료가
함유된 배지를 100 μL씩 넣어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각의
well의 배지를 제거하고 10 μL MTT 용액(Sigma Chemical Co.)
과 100 μL 배지를 첨가하여 2시간 동안 5% CO2와 37℃에서 배
양하였다. Dimethyl sulfoxide(DMSO, Samchun Pure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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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Ltd.) 100 μL을 첨가하여 20분 동안 상온에서 formazan을
용해한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활성(%)을 산출하
였고, 시료를 첨가한 세포의 활성과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세포의
활성을 비교하여 시료가 세포에 미치는 독성을 측정하였다.
세포 내의 단백질 분석을 위한 cell lysate를 얻기 위하여 RAW
264.7 세포주를 6 × 15 dish에 1.5 × 106 cells/mL 농도로 분주
하였다. 24시간 후 40 μg/mL 농도의 시료를 용해시킨 DMEM 배
지를 2 mL 첨가하고, 시료 처리 4시간 후에 500 mM H2O2를 20
μL를 가하였다. 시료에서 세포를 16시간과 24시간 배양한 후 각
각의 dish의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헹군 후 1 mL의 PBS를 이용
하여 cell을 수확하였다. 수확물을 15,000 rpm에서 1분 동안 원심
분리한

후

assay(RIPA)

PBS를

제거하였다.

buffer(Biosesang

Radioimmune
Inc.,

precipitation

Seongnam,

Korea)와

protease inhibitor cocktail #6(Biosesang Inc.)을 100:1로 희석한
용액과 PBS를 1:1 비율로 섞은 cell lysis 용액을 만들고 이를 수
확물에 가하여 10초간 vortexing한 후, 얼음 속에 30분간 방치하
였다. 이 cell lysate를 -20℃에서 냉동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3.2.3.2.

세포 내의 ROS 소거능과 항산화능

세 가지 나무딸기 추출물과 안토시아닌 분획물의 세포 내 ROS
는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DCF-DA,

Sigma

Chemical C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cell lysate의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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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RAP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Black 96 well plate에 5×
104 cells/well의 RAW 264.7 세포주를 분주한 후 MTT assay와
같은 방법으로 배양하고, 안토시아닌 분획물을 20 μg/mL로 처리
하여 4시간 배양한 다음 0.1 μg/mL의 LPS를 주입하고 20시간 배
양하였다. DMEM-F12로 배양이 끝난 세포를 씻어낸 후 DCF-DA
를 배지에 5 μg/mL 농도로 첨가하여 인큐베이터에서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4℃의 PBS로 씻어낸 세포를 형광현미경
(FSX100,

Olympus,

fluorescence

Tokyo,

microplate

Japan)으로

관찰

reader(FLUOstar

및

촬영하고

Optima,

BMG

Labtechnologies, Offenburg, Germany)를 이용하여 excitation
485 nm와 emission 535 nm에서 ROS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3.2.3.3.

DNA 손상 억제 효과

세 가지 나무딸기 추출물과 안토시아닌 분획물의 DNA 산화 억
제 효과는 Hoechst 염색과 comet assa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105 cells/well의 RAW 264.7 세포주를 분주한 후 위와 같은 방
법으로 배양하고, DMEM-F12로 세포를 씻어낸 후 30분 동안
Hoechst 33258(5 μg/mL, Sigma Chemical Co.)를 넣어 CO2 인
큐베이터에서 배양하고, 다시 DMEM-F12로 Hoechst를 씻어낸 후
fluorescence microscope(IX51, Olympus)으로 DNA 손상 상태를
확인하였다. Comet assay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포를 배양하였으
며, PBS로 세척한 세포는 scraper를 이용하여 수확하였다. 수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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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cells/mL의 세포를 37℃의 0.5% low melting agarose와
1:10(v/v)의

비율로

혼합하고,

50

μL를

취하여

comet

slide(Trevigen, Gaithersburg, MD, USA)에 분주하고 4℃의 암소
에서 10분간 응고시켰다. 슬라이드를 4℃에서 30분간 comet lysis
solution에

담궈

세포를

용해시킨

후,

상온에서

20분

동안

electrophoresis buffer(300 mM NaOH; 1 mM EDTA, pH 13)에
담궈 DNA를 unwinding시켰다. 4℃의 전기영동 chamber에 슬라이
드를 넣고, 21 V에서 30분 동안 전기영동한 후, 증류수와 70%
ethanol로 5분씩 헹궜다. 슬라이드를 건조한 후 100 μL의 SYBR
Gold(0.5 μg/mL, Trevigen) 용액으로 30분간 염색하고, 슬라이드
를 증류수로 씻었다. 염색된 슬라이드는 건조한 후 형광현미경
(FSX100, IX71, Olympus)으로 DNA 손상을 관찰하고, Comet
Image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DNA 손상에 의하여 형성된
comet을 측정하였다.

3.2.3.4.

SOD와 GPx 활성

세 가지 나무딸기 추출물과 안토시아닌 분획물을 처리한 cell
lysate의

SOD

활성

측정은

superoxide

dismutase

assay

kit(Cayman Chemical Co., Ann Arbor, MI, USA)를 사용하였다.
Cell lysate 10 μL 또는 SOD standard 10 μL를 96-well plate
에 분주하고 assay buffer로 희석한 radical detector를 200 μL씩
첨가하였다. 각각의 well에 sample buffer로 희석한 xant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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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se 20 μL를 넣고 30초간 섞었고, 20분간 2분 간격으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활성 측정에 사용한 cell lysate
의 단백질의 농도는 modified Lowry protein assay kit(Thermo
Fisher Scientific In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OD 활성은 cell
lysate에 함유된 단백질의 mg 당 1 unit으로 나타내었고, 1 unit은
superoxide radical의 불균등화 작용을 50% 저해하는 반응에 필요
한 효소의 활성을 의미한다. 시료 처리한 cell lysate의 GPx 활성
측정은 glutathione peroxidase assay kit(Cayman Chemical Co.)
를

사용하였다.

HPLC

grade

물(Mallinckrodt

Baker,

Inc.,

Phillipsburg, NJ., USA)로 희석한 assay buffer 100 μL와 GPx
co-substrate mixture 50 μL를 각 well에 분주하고 cell lysate
20 μL를 넣었다. Positive control로 sample buffer로 희석한
bovine erythrocyte GPx 20 μL를 cell lysate 대신 첨가하였다.
각 well에 cumene hydroperoxide 20 μL를 첨가하고 30초 동안
섞은 후, 매분마다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Px 활성은
cell lysate에 함유된 단백질의 mg 당 1 unit으로 나타내었고, 1
unit은 상온에서 1분 동안 1.0 nmol의 NADPH를 NADPH+로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의 활성을 의미한다.

3.2.3.5.

단백질 발현 분석

세 가지 나무딸기 추출물과 안토시아닌 분획물을 처리한 cell
lysate의 단백질 발현량은 western blotting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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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Lowry protein assay kit를 이용하여 동일한 단백질 농도
의 cell lysate를 준비하고 10%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
하여 Mini-PROTEAN Tetra Cell(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로 전기영동하였다. 전기영동한 단백질을
nitrocellulose transfer membrane(NC membrane; Whatman
International

Ltd.)에

90

V로

2시간

동안

전사시켰다.

NC

membrane을 5% skim milk 용액(Becton, Dickinson and Co.,
Sparks,

MD,

USA)으로

1시간

동안

blocking하였다.

NC

membrane에 primary antibody를 가하고 2시간 동안 교반하여 반
응시킨 후, TBS를 10% tween 20과 10:1로 섞어 TBST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30분 동안 10분 간격으로 3회 세척하였다. 그리고
NC membrane에 secondary antibody를 가하여 2시간 동안 교반
한 후, TBST로 30분 동안 10분 간격으로 3회 세척하였다.
Enhanced

chemiluminescence

용액(ECL,

West-Q

chemiluminescent substrate kit; GenDEPOT Inc., Barker, TX,
USA)을 이용하여 immunoreactive protein complex를 검출하고
X-ray film에 가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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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LPS로 염증을 유발한 RAW 264.7 세포주에서의 항염증
효과

3.2.4.1.

NO와 PGE2 분비

RAW 264.7 세포주를 96-well, flat-bottom plate에 각각 2×
105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고 5% CO2와 37℃의 배양기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세포의 배양액을 다양한 농도의 시
료가

함유된

DMEM-F12

100

μL로

교체하고

4시간

후,

LPS(100 ng/mL, Sigma Chemical Co.)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20
시간 배양 후, 100 μL의 배양액를 취하여 NO assay와 PGE2 분석
에 이용하였다.
Nitrite 소거능은 Griess reagent system으로 Izumi 등(1997)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Izumi et al., 1997). 먼저, 50 μL의 시료
와 100 μM의 sodium nitrite를 45℃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100 μL의 Griess reagent(0.5% sulfanilamide, 2.5% phosphoric
acid, 0.05% N-1-naphthylethylenediamine)를 첨가하여 섞은 후,
상온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Nitrite 소거능은 ELISA microplate
reader(Bio-Rad Laboratories, Inc.)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시
료와 표준물질(sodium nitrite)을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PGE2 분석
은 ELISA assay kit(Cayman Chemical Co.)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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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iNOS, COX-2, NF-κB, Nrf2의 단백질 발현

RAW 264.7 세포주를 24-well, flat-bottom plate에 2×105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고 3.2.4.1과 같은 방법으로 배양하여 사
용하였다. 배양 후, 각 well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차가운 PBS로 2
회 헹군 후, RIPA buffer와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100:1로
희석한 용액과 PBS를 1:1 비율로 섞은 cell lysis 용액을 만들고
이를 수확물에 가하여 10초간 vortexing한 후, 얼음 속에 10분간
방치하였다. 이 cell lysate를 -20℃에서 냉동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세 가지 나무딸기 추출물과 안토시아닌 분획물을 처리한 RAW
264.7 세포주에서 얻은 cell lysate의 단백질 발현량은 3.2.3.5의
western blotting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염증성 단
백질과 전사인자의 단백질 발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 31 -

3.2.5.

LPS로 염증이 유발된 RAW 264.7 세포주의 배양액
(conditioned medium: CM)으로 염증을 유발한 Caco-2
세포주에서의 항염증 효과

3.2.5.1.

세포 독성과 NO 분비

RAW 264.7 세포주와 Caco-2 세포주를 96-well, flatbottom plate에 각각 2×105 cells/well과 2×104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고 5% CO2와 37℃의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Caco-2 세포주의 배양액을 다양한 농도의 시료가 함유된
DMEM-F12 100 μL로 교체하고, 동시에 RAW 264.7 세포주의
배양액은

새로운

DMEM-F12

배양액

100

μL로

교체하고

LPS(100 ng/mL)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4시간 후, LPS로 염증이
유발된 RAW 264.7 세포주의 배양액(conditioned medium; CM)
50 μL를 취하여 함께 배양 중이던 Caco-2 세포주의 각 well에
분주하여 20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Caco-2 세포주에서
각각 100 μL의 배양액를 취하여 NO assay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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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iNOS, COX-2, NF-κB, Nrf2의 단백질 발현

RAW 264.7 세포주와 Caco-2 세포주를 24-well, flatbottom plate에 각각 2×105 cells/well과 3×105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고 3.2.5.1과 같은 방법으로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배양 후,
각 well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차가운 PBS으로 2회 헹군 후, RIPA
buffer와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100:1로 희석한 용액과
PBS를 1:1 비율로 섞은 cell lysis 용액을 만들고 이를 수확물에
가하여 10초간 vortexing한 후, 얼음 속에 10분간 방치하였다. 이
cell lysate를 -20℃에서 냉동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3.2.3.5
의 western blotting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염증성 단백질과 전
사인자의 발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3.2.6.

통계 분석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program(version 12.0,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test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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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3.3.1.

항산화 성분 및 활성

3.3.1.1.

항산화 성분 및 항산화능

본 연구에 사용된 세가지 나무딸기 과일 중에서 블랙라즈베리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함량이 블랙베리와 복분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Table 1). 또한, 총 폴리페놀 함량은 복
분자가 블랙베리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세 가지 나무딸
기 과일 중에서 블랙라즈베리의 항산화능이 가장 높았으며, 복분자
와 블랙베리의 순서로 높았다. 안토시아닌 분획의 항산화능도 블랙
라즈베리가 가장 높았다(p<0.05).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
아닌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nitrite 소거능을 보였다(Figure 4).
세 종류의 안토시아닌 분획 중에서는 블랙베리 안토시아닌 분획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nitrite 소거능을 보였다. 또한, C3G가 50 μ
g/mL 이상의 농도에서 C3R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nitirite 소거능을
보였으며, 이것은 표준물질인 trolox의 소거능과 비교해 50% 수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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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total polyphenols, flavonoids, and anthocyanins in Rubus fruit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the fruits.
FRAP(μM TE/g)
Total polyphnols

Total flavonoids

Anthocyanins

Sample

(mg GAE/g)

(mg CE/g)

(mg CGE/g)

Ethanol extracts

Anthocyanin fractions

BB

2.79 ± 0.31 c

0.60 ± 0.16 b

1.69 ± 0.52 b

60.6 ± 9.85 c

1444 ± 67.5 b

KR

4.45 ± 0.46 b

0.93 ± 0.24 b

1.63 ± 0.26 b

90.9 ± 8.15 b

1539 ± 20.2 b

BR

8.75 ± 0.48 a

5.72 ± 1.00 a

2.89 ± 0.76 a

169.8 ± 13.7 a

1840 ± 33.2 a

Based on the wet weight of the fruits.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AE, gallic acid equivalent; CE, catechin equivalent; CGE, cyanidin-3glucoside equivalent;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TE, trolox equivalent;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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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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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안토시아닌 조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세가지 나무딸기 과일의 안토시아닌 조성을
확인한

결과,

블랙베리에는

C3G,

cyanidin-3-arabinoside,

cyanidin-3-(6-malonyl) glucoside 등의 안토시아닌이 존재하며,
복분자에는 C3G와 C3R이 존재했다(Figure 5). 또한, 블랙베리와
복분자에는 C3G가 각각 82.3%와 7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다. 블랙라즈베리에는 C3G, cyanidin-3-xylosylrutinoside,
C3R 등의 안토시아닌이 존재하며, C3R이 60.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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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PLC chromatograms of the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Blackberry (A), Korean raspberries (B), and black
raspberries (C). 1, cyanidin-3-glucoside; 2, cyanidin-3arabinoside;

3,

cyanidin-3-(6-malonyl)

glucoside;

4,

cyanidin-3-rutinoside; 5, cyanidin-3-xylosylrutinoside; and 6,
pelargonidin-3-rutin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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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RAW 264.7 세포주에서의
항산화 효과

3.3.2.1.

산화적 스트레스 보호효과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 안토시아닌 분
획, 개별 안토시아닌의 세포독성 보호효과를 H2O2로 산화적 스트레
스를 유발한 RAW 264.7 세포주를 이용하여 MTT 방법으로 수행
하였다.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100과 200 μg/mL 농도로 처리했
을 때 H2O2를 처리한 대조군보다 낮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고, 블
랙베리는 200 μg/mL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
(p<0.01, Figure 6). 안토시아닌 분획을 첨가한 경우에는 5, 10, 20
μ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H2O2를 처리한 대조군보다 낮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고, 블랙베리와 블랙라즈베리는 20 μg/mL 농도에
서 유의적으로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p<0.01). 또한, 블랙라즈베리
가 함유하고 있는 주요 안토시아닌인 C3G와 C3R의 보호효과를 확
인한 결과, 20 μg/mL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보호효과를 나타내었으
며(p<0.05, Figure 7), 안토시아닌 간의 보호효과에는 차이가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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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iability of H2O2-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ethanol extracts (A) and anthocyanin fractions (B) of Rubus
fruits.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p<0.05, **p<0.01 by Student’s t-test compared with H2O2treated control. E, ethanol extract;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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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Viability of H2O2-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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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세포 내의 ROS 소거능과 항산화능

H2O2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RAW 264.7 세포주에서 블랙라
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의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의
RAW 264.7 세포주의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확
인하고자 세포 내의 DCF-DA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여 비교
하였다(Figure 8, 9). 먼저, 세포의 ROS 생성을 확인하였을 때,
H2O2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는 DCF-DA로 염색된 세포가 적었고,
H2O2로 자극한 세포는 DCF로 염색된 세포가 많은 것으로 보아 세
포 내의 ROS 생성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형광현미경
을 이용하여 DCF-DA로 염색한 세포를 분석한 결과, 처리한 H2O2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CF-DA로 염색된 세포가 점차 증가하
였다.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5,
10, 20 μg/mL의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을 처리하고
H2O2로 자극한 세포의 ROS 생성량은 H2O2만 처리한 세포보다 유
의적으로 낮았고(p<0.05), 이것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
은 세포의 ROS 생성 수준과 비슷한 정도였다. 또한 20 μg/mL의
안토시아닌 분획과 10과 20 μg/mL의 개별 안토시아닌을 처리하
고 H2O2로 자극한 세포 내의 항산화 활성을 FRAP 방법으로 확인
한 결과, 20 μg/mL의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을 처리
한 세포에서 유의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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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ntracellular ROS generation and antioxidant status in
H2O2-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A) Intracellular ROS visualized in a
fluorescence microscope. (B) Fluorescence intensity of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DA)

assessed

in

a

microplate reader. (C)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expressed as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TEAC).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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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ntracellular ROS generation and the antioxidant status
in H2O2-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A)

Intracellular ROS visualized in a fluorescence microscope. (B)
Fluorescence intensity of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DA) assessed in a microplate reader. (C, D)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expressed as trol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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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TEAC).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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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DNA 손상 억제 효과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의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
토시아닌의 DNA 산화 억제 효과를 H2O2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
발한 RAW 264.7 세포주를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세포 내의 DNA
를 Hoechst 염색과 comet assay로 분석하였다(Figure 10, 11).
형광현미경으로 Hoechst로 염색한 세포핵의 형태를 확인하였을 때,
H2O2로 자극한 세포는 핵의 DNA 응축과 분절이 많은 것으로 보아
염증 반응으로 인하여 DNA가 손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0 μ
g/mL의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을 처리하고 H2O2로 자
극한 세포의 핵은 LPS만 처리한 것보다 DNA 손상이 적었다. H2O2
를 처리한 세포에서 comet assay를 실시한 결과, DNA의 손상 정
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핵 모양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H2O2를
처리한 세포는 DNA가 손상되어 파괴된 DNA 조각이 전기영동에
의해 긴 꼬리를 가진 혜성 모양을 형성하였다. 또한, Comet Image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DNA의 손상을 분석한 결과, H2O2로
자극한 세포의 olive tail moment와 tail length 등이 증가되었으며,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을 처리한 세포의 DNA 손상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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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ntracellular DNA fragmentation and DNA oxidation in
H2O2-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A) Intracellular DNA fragmentation of
Hoechst and (B) DNA oxidation of single cell visualized in a
fluorescence microscope. (C-F) DNA oxidation assessed using
comet assay.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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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Intracellular DNA fragmentation and DNA oxidation in
H2O2-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A)

Intracellular DNA fragmentation of Hoechst and (B) DNA
oxidation of single cell visualized in a fluorescence microscope.
(C-F) DNA oxidation assessed using comet assay.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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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항산화 효소 활성과 Nrf2의 단백질 발현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세 가지 추출물 모두 100과 200 μ
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대조군보다 높은 SOD 활성을 나타내었
고(p<0.01, Table 2), 블랙라즈베리는 200 μg/mL 농도에서 블랙
베리와 복분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SOD 활성을 보였다(p<0.05).
안토시아닌 분획을 첨가한 경우에는 20 μ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세 가지 분획 모두 대조군보다 SOD 활성이 높았고(p<0.001),
블랙베리와 블랙라즈베리는 10 μg/mL 농도에서도 대조군보다 활
성 효과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또한, 블랙라즈베리의 안토
시아닌 분획은 20 μg/mL 농도에서 블랙베리와 복분자보다 유의적
으로 높은 SOD 활성을 나타내었다(p<0.05). H2O2로 산화적 스트
레스를 유발한 RAW 264.7 세포주에서 에탄올 추출물과 안토시아
닌 분획의 SOD 활성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블랙라즈베리와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200 μ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대조군보다
SOD 활성이 높았다(p<0.05). 안토시아닌 분획을 첨가한 경우에도
블랙라즈베리와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10과 20 μg/mL 농
도로 처리했을 때 대조군보다 높은 SOD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p<0.05), 블랙라즈베리의 안토시아닌 분획은 20 μg/mL 농도에서
블랙베리와 복분자보다 SOD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RAW 264.7 세포주에서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 에탄
올 추출물, 안토시아닌 분획의 항산화 효소 활성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세포내의 GPx 활성량을 분석하였다.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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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200 μ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대
조군보다 높은 GPx 활성이 높았고(p<0.001), 블랙라즈베리는 200
μg/mL 농도에서 복분자보다 GPx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안토시아닌 분획을 첨가한 경우에도 20 μ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세 가지 분획 모두 대조군보다 SOD 활성이 유의적으
로 높았다(p<0.05).
H2O2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RAW 264.7 세포주에서 에
탄올 추출물과 안토시아닌 분획의 GPx 활성효과를 확인했다. 블랙
라즈베리와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200 μg/mL 농도로 처리
했을 때 대조군보다 GPx 활성이 높았다(p<0.001). 안토시아닌 분
획을 첨가한 경우에도 20 μ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대조군보다
GPx 활성이 높았으며(p<0.05), 블랙라즈베리의 안토시아닌 분획은
20 μg/mL 농도에서 블랙베리와 복분자보다 유의적으로 GPx 활성
이 높았다(p<0.05).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의 안토시아닌
분획을 처리하였을 때의 항산화 효소의 단백질 발현에 관여하는
Nrf2의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H2O2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RAW 264.7 세포주에서 Nrf2의 발현량을 확인했으며(Figure 12),
세 안토시아닌 분획 모두 20 μg/mL 농도에서 Nrf2 발현량을 유
의적으로 증가시켰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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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D and GPx activities in H2O2-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ethanol extracts and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SOD activity

GPx activity

(U/mg protein)

(U/mg protein)

H2O2-

6.89 ± 0.14

4.73 ± 0.23

H2O2+

9.71 ± 0.29

6.53 ± 0.21

BBE

9.51 ± 0.03 c

6.61 ± 0.15 b

KRE

15.1 ± 0.19 a*

10.3 ± 0.36 a*

BRE

13.6 ± 0.04 b*

8.62 ± 0.97 a*

BBAF

10.7 ± 0.14 b*

7.02 ± 0.18 b

KRAF

10.4 ± 0.07 b*

7.24 ± 0.37 b*

BRAF

13.2 ± 0.22 a*

9.71 ± 0.97 a*

Control

200 μ
g/mL

20 μ
g/mL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ompared to H2O2+ control. E, ethanol
extract;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BR, black raspberry; SOD, superoxide dismutase;
and GPx, glutathione perox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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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Nrf2 expression in H2O2-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B) Densitometric analyses of
Nrf2 protein expression corrected for β-actin expression.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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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LPS로 염증을 유발한 RAW 264.7 세포주에서의 항염증
효과

3.3.3.1.

NO와 PGE2 분비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의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
시아닌이 RAW 264.7 세포주의 생육에 미치는 독성 정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MTT 실험을 수행했다(Figure 13, 14). 모든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은 20 μg/mL 이하의 농도에서 LPS를 처
리한 RAW 264.7 세포주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90% 이상의
cell viability를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이어진 NO 소거능 실험에서
5~20 μg/mL의 농도로 시료를 처리하였고, 그 결과, 모든 안토시
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은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주
의 NO 분비를 억제했고, 처리농도가 높아질수록 높은 억제율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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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NO (A) and PGE2 (B) in LPS (0.1 μg/mL)-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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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NO (A) and PGE2 (B) production in LPS (0.1 μ
g/mL)-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55 -

3.3.3.2.

iNOS, COX-2, NF-κB, Nrf2의 단백질 발현

RAW 264.7 세포주에서 iNOS와 COX-2는 NO와 염증성 싸이
토카인을 분비시키는 단백질로써, NF-κB pathway에 의하여 조절
된다. 모든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은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주에서 발현되는 iNOS와 COX-2 단백질의 발현
을 유의적으로 억제시켰으며, C3G를 처리한 세포의 염증성 단백질
의 발현 억제율이 가장 높았다(Figure 15, 16). 또한, 안토시아닌이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의 NF-κB와 Nrf2 활성에 주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은
LPS를 처리한 RAW 264.7의 NF-κB 활성을 유의적으로 억제시
켰으며, 복분자 안토시아닌 분획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은 I-κBα
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Figure 17, 18). 그리고
LPS로 자극한 RAW264.7 세포주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
를 보여주는 Nrf2의 발현은 블랙베리와 복분자의 안토시아닌 분획
과 C3G를 처리한 세포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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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s in LPS (0.1 μ
g/mL)-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Densitometric analyses of iNOS (B) and COX-2 (C) protein
expressions corrected for β-actin expression. The graphs
were expressed only for the concentration of 20 μg/mL.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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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NF-κB, I-κBα, and Nrf2 protein expressions in
LPS (0.1 μg/mL)-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Densitometric analyses of NF-κB (B), I-κBα
(C), and Nrf2 (D) protein expressions corrected for β-actin
expression.

The

graphs

were

expressed

only

for

the

concentration of 20 μg/mL.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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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s in LPS (0.1 μ
g/mL)-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Densitometric analyses of iNOS
(B) and COX-2 (C) protein expressions corrected for β-actin
expression.

The

graphs

were

expressed

only

for

the

concentration of 20 μg/mL.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β-actin expressio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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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NF-κB and I-κBα protein expressions in LPS (0.1
μg/mL)-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Densitometric analyses of NF-κ
B (B) and I-κBα(C) protein expressions corrected for βactin expression. The graphs were expressed only for the
concentration of 20 μg/mL.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β-actin
expressio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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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CM으로 염증을 유발한 Caco-2 세포주에서의 항염증 효
과

3.3.4.1.

NO 분비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의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
토시아닌이 Caco-2 세포주의 생육에 미치는 독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MTT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ure 19와 같다.
LPS로 자극시킨 RAW 264.7 세포주의 배양액을 처리한 Caco-2
세포주는 55%의 cell viability가 감소하는 세포독성이 있었고, 모든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은 Caco-2 세포주의 독성을 감
소시키는 보호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안토시아닌이 LPS로 자극시
킨 RAW 264.7 세포주의 배양액으로 인해 유발되는 Caco-2 세포
주의 염증성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5~20 μg/mL의
농도로 NO 소거활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NO 소거능 실험에서 모든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은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주 배양액으로 유발되는 Caco-2 세포주의 NO 분비를 억제했
고,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억제율이 높았다. 또한, 블랙베리와 복
분자 안토시아닌 분획과 C3G는 최대 80% 이상의 NO를 소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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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ell viability (A) and NO production (B) in CMtreated Caco-2 cells pretreated with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M: conditioned
medium obtained from LPS (0.1 μg/mL)-stimulated RAW
264.7 cells.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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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iNOS, COX-2, NF-κB, Nrf2의 단백질 발현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의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
토시아닌이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주 배양액으로 염증이
유발된 Caco-2 세포주에서 iNOS와 COX-2 발현 정도에 주는 영
향은 Figure 20과 같다. 복분자 안토시아닌 분획을 제외한 안토시
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은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주
배양액으로 염증을 유발한 Caco-2 세포주에서 iNOS 단백질의 발
현을 유의적으로 억제시켰으며, COX-2 단백질의 발현은 개별 안토
시아닌을 처리한 세포에서만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또한,
복분자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은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주 배양액으로 염증을 유발한 Caco-2 세포주의 NF-κ
B 활성을 유의적으로 억제시켰으며(Figure 21), 블랙베리 안토시아
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은 I-κB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었다(p<0.05). 그리고 염증성 RAW254.7 세포주의 산화적 손
상에 대한 보호능을 보여주는 Nrf2의 발현은 복분자 안토시아닌 분
획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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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s in CM-treated
Caco-2 cells pretreated with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Densitometric

analyses of iNOS (B) and COX-2 (C) corrected for β-actin
expression.

The

graphs

were

expressed

only

for

the

concentration of 20 μg/mL.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M: conditioned medium obtained from LPS (0.1 μ
g/mL)-stimulated RAW 264.7 cells.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 64 -

Figure 21. NF-κB, I-κBα, and Nrf2 protein expressions in
CM-treated Caco-2 cells pretreated with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Densitometric analyses of NF-κB (B), I-κBα (C), and Nrf2
(D) corrected for β-actin expression. The graphs were
expressed only for the concentration of 20 μg/mL.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a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and **p<0.01
by Student’s t-test compared with CM-treated control. CM:
conditioned

medium

obtained

from

LPS

(0.1

μg/mL)-

stimulated RAW 264.7 cells.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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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ICAM와 L-selectin의 단백질 발현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의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
토시아닌이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주와 그 세포배양액으
로 염증이 유발된 Caco-2 세포주에서 ICAM과 L-selectin의 발현
에 주는 영향을 western blot으로 분석하였다(Figure 22, 23, 24).
모든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은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주에서

ICAM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억제시켰으며

(p<0.05), L-selectin의 발현은 차이가 없었다. 또한, 블랙라즈베리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은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배양액으로 염증이 유발된 Caco-2 세포주의 ICAM을 유의적
으로 억제시켰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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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ICAM protein expressions in LPS-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Densitometric analyses of
ICAM (B) corrected for β-actin expression. The graphs were
expressed only for the concentration of 20 μg/mL.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p<0.05, **p<0.01, and
***p<0.001 by Student’s t-test compared with CM-treated
control. CM: conditioned medium obtained from LPS (0.1 μ
g/mL)-stimulated RAW 264.7 cells.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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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L-selectin protein expressions in LPS-tre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Densitometric analyses of Lselectin (B) corrected for β-actin expression. The graphs
were expressed only for the concentration of 20 μg/mL.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CM:
conditioned

medium

obtained

from

LPS

(0.1

μg/mL)-

stimulated RAW 264.7 cells.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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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ICAM protein expressions in CM-treated Caco-2
cells pretreated with anthocyanin fractions of Rubus fruits,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Densitometric analyses of
ICAM (B) corrected for β-actin expression. The graphs were
expressed only for the concentration of 20 μg/mL. Values are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p<0.05 and **p<0.01
by Student’s t-test compared with CM-treated control. CM:
conditioned

medium

obtained

from

LPS

(0.1

μg/mL)-

stimulated RAW 264.7 cells. AF, anthocyanin fraction; BB,
blackberry; KR, Korean raspberry; and BR, black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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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고찰

인체에서 일어나는 염증반응은 박테리아 감염을 포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다양하게 발생되는 염증반응 중에서
도 박테리아의 LPS로 자극된 대식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과도한 염
증성 싸이토카인은 세포와 조직에 강한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Romier-Crouzet et al., 2009; Romier et al.,
2008; Tanoue et al., 2008). 이렇게 과도하게 분비되는 염증 물질
은 세포 내의 항산화 방어체계를 교란시켜 세포 내의 ROS와 RNS
를 증가시키며,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포와 조직이 산
화적으로

손상되는

것도

만성

염증성질환의

중요한

원인이다

(Hemnani & Parihar, 1998; Tak & Firestein, 2001). 따라서 산화
적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 염증반응을 예방할 수 있는 항산
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Duthie & Crozier, 2000;
Kris-Etherton et al., 2002; Riceevans et al., 1995), 폴리페놀과
같은 강한 항산화 물질의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염증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Tak & Firestein, 2001;
Widén et al., 2010).
본 연구에 사용된 나무딸기류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다
량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능이 높으며(Elisia et al., 2007; FanChiang & Wrolstad, 2005; Kahkonen & Heinonen, 2003; Moyer

et al., 2002; Prior et al., 1998), 이 중에서도 수용성 색소인 안토
시아닌의 함량이 매우 높아 강한 항산화·항염증 효능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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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Bowen-Forbes et al., 2010; Matsumoto et al., 2002;
Pantelidis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블랙라즈베리, 블랙
베리, 복분자의 폴리페놀 함량과 안토시아닌 함량 및 조성을 비교하
였으며, 블랙라즈베리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함량이
월등히 높았고, 추출물과 안토시아닌 분획의 항산화능도 블랙라즈베
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안토시아닌 조성은 블랙베리와 복분자에는
C3G가 많고, 블랙라즈베리에는 C3R이 가장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
는 선행 연구와도 유사하였다(Jeong et al., 2010; Moyer et al.,
2002).
또한, 염증반응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의하
여 유발되기도 하는데, LPS로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염증성 물질뿐
만 아니라 ROS를 과잉 생성하여 염증반응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
스도 증가시킨다(Chapple, 1997).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
는 세포 내의 항산화 방어체계와 ROS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세
포와 조직의 단백질, 지질, DNA 등을 산화적으로 손상시켜 만성 염
증성질환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mnani &
Parihar, 1998; Tak & Firestein, 200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나무딸기 과일의 추출물과 나무딸기에서 분리한 안토시아닌 분획이
조성에 따라 산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RAW 264.7 세포주를 산화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반응을 확인하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와 대장상피 세포인 C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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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주에서 유발되는 염증물질 생성 및 활성의 억제효과를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나무딸기류 안토시아닌 분획, C3G, C3R은 산
화적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세포 내의 ROS를 감소시켰으며, Nrf2에
의해 발현되는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세포 내의 항산화력
을 높였다. 이러한 결과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염증성 대식
세포가 생성한 ROS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ROS의 발생 또한 조절
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과도 동일한 양상이며(Y. H. Kim et al., 2011; Kuhn et al.,
2011; Youdim et al., 2002; Yu & Kensler, 2005), 블랙라즈베리
뿐만 아니라 블랙라즈베리에서 분리한 C3G가 대식세포의 SOD와
GPx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과도 같은 결과였다(Jeong et al.,
2010; Lai et al., 2012). 또한 본 연구에서 세 가지 안토시아닌 분
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로 인한 세포 내 산화적 스트
레스 보호 효과는 DNA의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으며, 이
것은 C3G나 안토시아닌 농축물이 대식세포나 대장세포의 DNA 손
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몇몇 연구들과 같은 결과였다(Lai et al.,
2012; Pool-Zobel et al., 1999).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나무딸기류 안토시아닌의 함염증 활성
에 대한 연구에서는 iNOS나 COX-2와 같은 염증성, 발암성 단백질
의 발현과 효소적 활성을 억제하여 NO나 PGE2의 생산을 감소시킴
으로써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Chen et al., 2006; Hou et al.,
2005). 본 연구에서도 세 가지 나무딸기 과일의 안토시아닌 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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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안토시아닌은

NF-κB

발현을

억제시키므로써

iNOS와

COX-2의 활성을 억제하여 염증성 대식세포에서 분비되는 NO나
PGE2를 감소시켰으며, 염증을 유발한 대장 상피세포에서도 염증성
단백질과 부착분자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Pergola 등(2006)도 블랙
베리 추출액에서 분리한 안토시아닌 분획(총 안토시아닌 중 C3G가
약 88% 차지)이 I-κBα의 손상을 억제하여 iNOS의 발현을 줄여
NO 생합성을 저지한다고 밝혔으며(Pergola et al., 2006), 블랙라즈
베리 추출물도 iNOS와 COX-2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
(Chen et al., 2006).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나무딸기에 함유된 안토
시아닌이 대식세포와 대장상피세포에서 항산화효소의 활성에 관여
하는 Nrf2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Nrf2가
대장 조직의 iNOS와 COX-2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
구 결과와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Khor et al., 2006). 또한
Nrf2의 발현 증가는 항산화 방어 체계를 강화시켜 장관 기능이상,
장점막 손상, 장관 염증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Sauer et al., 2012).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염증을 유발한 대식세포와 장 상피세
포에 안토시아닌을 처리하고, 두 가지 세포에서 ICAM-1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되며 L-selectin의 발현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식세포에서 LPS로 인한 ICAM-1의 발현
은 증가하지만 L-selectin의 발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선행 연
구와도 동일하다(Takeshi et al., 2010). 또한, 검은콩깍지에서 분리
한 안토시아닌 분획이 TNF-α로 염증을 유발한 혈관내피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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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M-1과 VCAM-1 발현을 감소시키며(Nizamutdinova et al.,
2009), C3G와 peonidin-3-glucoside도 혈관내피세포나 혈전의
부착분자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Xia et al., 2009).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안토시아닌은 혈관내
피세포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에 항부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 중에서도 C3G와 C3R이 염증성
대장세포에서도 ICAM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항부착 효과가 있
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혈관과 염증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NO 분비량의 경우, 특히 C3G가 높은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러므로 안토시아닌의 강한 항산화 효과가 염증이 유발
된 세포에서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만성 염
증반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보호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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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블랙라즈베리의 항산화·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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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론

염증반응은 외부물질의 침입이나 손상된 조직에서 일어나는 생
리적 방어 반응이며, 면역세포들은 이러한 이물질을 공격하기 위해
다량의 RNS와 ROS를 생성하여 생체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Fujihara et al., 2003; Tak & Firestein, 2001). 하지만 대식세포
를 포함한 면역 세포들에 있어 과다한 ROS의 생성으로 유발된 산
화 스트레스는 세포 내의 항산화 방어체계를 교란시키며 과도한 염
증반응을 유도한다(Tak & Firestein, 2001).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
는 감염 반응 이외에 비만, 노화, 대사증후군, 당뇨 등의 원인으로
세포의 손상 시 생성되는 ROS와 RNS들에 의해서도 증가하며, 이
들은 중요한 세포 성분인 DNA, RNA, 효소, 세포막을 산화시켜 세
포의 기능을 저하시킨다(Hemnani & Parihar, 1998; Tak &
Firestein, 2001).
여성의 폐경은 비만 관련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급격히 증가시
키고 아울러 만성염증성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Mesch et al.,
2006; Kim et al., 2007).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하여 체지방 증가 및 지방 분포의 변화가 일어나며, 복부비만 증
가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지질대사 이상 등의 대사 합병증을 초래
한다(Miller et al., 2003; Murphy, 2011). 이때 증가하는 내장지방
조직은 에너지 저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염증성 아디포카인을 분비
하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의 증가는 혈중 LPS의 농도를
증가시켜 만성 전신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Chu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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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0). 또한, 일반적으로 폐경기 이전의 여성에게 심혈관계질환
은 드물고, 조기 폐경이 온 여성의 경우 심혈관계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폐경기 이전 여성의 항동
맥경화 효과는 에스트로겐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Miller et al.,
2003; Murphy, 2011). 혈관질환에서 발견되는 염증반응은 LDL콜레스테롤의 산화와 세포막 구성성분들이 손상되는 것으로 시작되
므로, 혈관에서 유발되는 염증반응을 완화시키는 것이 심혈관계질환
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Miller et al., 2003). 이
렇게 혈관 내 염증반응이 진행되고 나면 심혈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간과 지방 등 다른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분비량
도 증가되어 만성적인 염증상태가 유발된다(Murphy, 2011). 그러
므로 심혈관계질환 및 만성적인 염증상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질
지표의 개선 및 염증반응의 감소에 관련된 식이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염증반응에서는 ROS와 RNS뿐만 아니라 COX-2와
iNOS와같은 효소들이 만성 염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NF-κB는 ROS와 세포 내 항산화 방어체계의 균형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전사인자로써 염증성 효소와 염증성 부착분자의 발현
을 조절한다(Bodet et al., 2006; Fujihara et al., 2003; Muller et

al., 2010). 따라서 직접적으로 ROS를 제거할 수 있는 플라보노이
드와 폴리페놀의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만성적인 염
증반응을 억제할 수 있으며(Tak & Firestein, 2001), 대식세포가
생성한 ROS와 RNS를 소거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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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할 수 있음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블랙라
즈베리는 폴리페놀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그 중 안토시아닌과 플
라보노이드는 만성 염증성질환 발병의 위험요소인 산화적 스트레스
와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eto, 2007; Reed,
2002; Wallace, 2011).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블랙라즈베리
분말은 염증반응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중지질 산화지표
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폐경 이후 증가되는 만성 염증성질환의
위험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랙라즈베리의 폴리페놀류가 염증으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에서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의 억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블랙
라즈베리 동결건조물의 섭취가 난소절제로 인한 전신 염증반응의
증가와 관련된 혈액 산화지표, 염증지표의 변화와 조직에서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분비 및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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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험재료 및 방법

4.2.1.

LPS로 염증을 유발한 RAW 264.7 세포주에서 블랙라즈
베리 폴리페놀의 항산화 효과

4.2.1.1.

폴리페놀 분획의 분리

폴리페놀 분획물은 Lacombe 등(2012)의 방법(Lacombe et al.,
2010)을 변형하여 분리하였다. 블랙라즈베리 분말 5 g을 취하여
50 mL의 증류수에 녹인 후, 5,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
층부를 Whatman No. 1 여과지(Whatman International Ltd.)로 여
과하였다. 여과액 3 mL를 0.01% HCl(v/v) 메탄올 용액 3 mL와
0.01

N

HCl

수용액

3

mL로

활성화시킨

C18

Sep-Pak

cartridge(6 cc, Waters Assoc., Milford, MA, USA)에 주입하였다.
먼저 3 mL의 0.01 N HCl 수용액으로 당과 산을 제거하고, 6 mL의
ethyl acetate를 주입하여 phenolic acid를 함유한 ethyl acetate
분획(EF)을 얻었고, 0.01% HCl 메탄올 용액 6 mL를 주입하여 안
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니딘을 함유한 methanol 분획(MF)을 얻
었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분획물을 얻어낸 후, EF과 MF를 0.5
mL씩 취해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PLC 분석에 사
용하고, 나머지 분획물은 Speed Vac을 이용하여 500 rpm, -110℃
trap에서 건조한 후 -20℃에 보관하였다가 세포실험에 사용하였다.
HPLC는 Nova-Pak C18 column(3.9 × 300 mm, 4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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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 Assoc.)과 diode array detector가 장착된 Waters 2695
HPLC system(Waters Assoc., Milford, MA)을 사용하였다. 이동
상은

5%

formic

acid(용매

A,

HPLC

grade,

J.T.

Baker,

Phillipsburg, NJ, USA)와 acetonitrile(용매 B, HPLC grade, J.T.
Baker)을 사용하였다. 용매의 gradient는 0~1 min, 2~10% 용매
B(linear); 1~15 min, 10~12.5% 용매 B; 15~20 min, 12.5~60%
용매 B; 20~25 min, 60~2% 용매 B; 25~30 min, 2% 용매 B로
하였다. 유속은 1 mL/min로 유지하였고, 시료 주입량은 20 μL였
으며, DAD 스펙트럼에서 최대흡수 파장을 확인한 후, 두 종류의 분
획물을 모두 360 nm와 520 nm에서 측정하였다.

4.2.1.2.

세포 배양 및 세포 독성

본 실험에 사용한 RAW 264.7 세포주는 DMEM 배지를 사용하
였으며, 5%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을 첨가하여 37℃의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가 80% 정도 증식하면 PBS
로 씻어낸 후, scraper를 사용하여 계대배양하였다. MTT assay는
배양한 RAW 264.7 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각각 5×104
cells/well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각 well의 배양액
을 suction하고, EF, MF, total 분획(TF: EF+MF)을 0.1∼1
mg/mL 농도로 녹인 무혈청 DMEM-F12 배지를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MTT 용액 10 μL와
무혈청 DMEM-F12 배지 100 μL를 넣어 2시간 동안 배양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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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배지를 제거하고 각 well에 DMSO를 100 μL씩 넣고 2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시킨 96 well plate를 충분히 교반하고,
microplate reader(Spectra Max 250)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독성은 대조군 세포를 100%로 하였을 때
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세포성장 억제율로 나타내었다. LPS를 처리
한 RAW 264.7 세포주의 독성은 위와 같은 MTT assay를 이용하
였고, EF, MF, TF를 1~2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4시간 후
0.1 μg/mL의 LPS를 주입하고 20시간 배양하여 분석하였다.

4.2.1.3.

세포 내의 ROS 소거능

Black 96 well plate에 5×104 cells/well의 RAW 264.7 세포
주를 분주한 후 MTT assay와 같은 방법으로 배양하고, EF, MF,
TF를 20 μg/mL로 처리하여 4시간 배양한 다음 0.1 μg/mL의
LPS를 주입하고 20시간 배양하였다. DMEM-F12로 배양이 끝난
세포를 씻어낸 후 5μg/mL DCF-DA를 배지에 첨가하여 인큐베이
터에서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4℃의 PBS로 씻어낸 세포
를

형광현미경(FSX100,

fluorescence

microplate

Olympus)으로

관찰

reader(FLUOstar

및

촬영하고

Optima,

BMG

Labtechnologies)를 이용하여 excitation 485 nm와 emission 535
nm에서 ROS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Flow cytometry를 이용한
ROS 측정 실험은 black 12 well plate에 2×105 cells/well의
RAW 264.7 세포주를 분주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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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pH 7.4)로 세척한 세포는 scraper를 이용하여 수확한 후 BD
Accuri C6 flow cytometer(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10,000
개의 세포를 기준으로 FL-1으로 분석하였다.

4.2.1.4.

DNA 손상 실험

2×105 cells/well의 RAW 264.7 세포주를 분주한 후 위와 같
은 방법으로 배양하고, DMEM-F12로 세포를 씻어낸 후 30분 동안
Hoechst 33258(5 μg/mL, Sigma Chemical Co.)를 넣어 CO2 인
큐베이터에서 배양하고, 다시 DMEM-F12로 Hoechst를 씻어낸 후
fluorescence microscope(IX51, Olympus)으로 DNA 손상 상태를
확인하였다. DNA 산화 실험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포를 배양하
였으며, 3.2.3.4의 방법으로 comet assay를 수행하였다.

4.2.1.5.

SOD 활성

SOD 활성은 SOD assay kit(Cayman Chemical Co., Ann
Arbor, MI, US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Comet assay와 같은 방
법으로 수확한 세포를 RIPA buffer로 lysis하였다. 세포 lysate를
96 well plate에 10 μL씩 분주한 후, working solution을 200 μ
L을 넣고 혼합한 다음 enzyme working solution을 20 μL을 첨가
하여 37℃에서 20분간 incubation한 후 450 nm에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 실험은 효소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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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μL dilution buffer를 넣었으며, SOD 활성은 시료군과 대조군
사이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SOD activity(%)
=(1-시료군의 흡광도/ 대조군의 흡광도)×100

4.2.1.6.

통계분석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program(version 12.0,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test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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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난소절제 동물모델에서의 블랙라즈베리의 항산화·항
염증 효과

4.2.2.1. 난소절제 동물모델

난소절제 흰쥐에서 블랙라즈베리가 혈액과 조직의 항산화·항염
증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난소절제 후 블랙라즈베리를
식이의 2%와 5% 수준으로 첨가하였다. 난소절제 동물모델은 10주
령의 Sprague Dawley계 암컷 쥐(200~225g)를 sham 또는 난소
절제 수술한 것을 중앙실험동물(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으며, 수술 4주 후 공급받아 1주일간 동물 사육시설에 적응시
킨 후, 난소를 절제한 동물의 평균체중을 일정하게 맞추어 한 군당
8~10마리씩 4군으로 완전임의 배치하여 각각 에스트로젠(17βestradiol, 60 days released, Innovative Research of America,
FL, USA)이나 플라시보 펠렛 (for 17β-estradiol, Innovative
Research of America)을 삽입하였고, sham 군도 8마리로 구성하
여 같은 시술을 수행했다. 즉, 실험군은 5군으로 (1) Sham 군
(Sham, n=8), (2) 난소절제+에스트로겐 펠렛 삽입군(ES, n=8),
(3) 난소절제+플라시보 펠렛 삽입군(NC, n=10), (4) 난소절제+플
라시보 펠렛+2% 블랙라즈베리 건조물 첨가군(w/w, BR2%, n=8),
(5) 난소절제+플라시보 펠렛+5% 블랙라즈베리 건조물 첨가군
(w/w, BR5%, n=8)으로 구성하였다. 실험동물은 펠렛 삽입 1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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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간 사육하였으며, 실험 식이는 AIN-93G 정제 식이 조성을 바
탕으로 2%와 5%의 블랙라즈베리 동결건조물을 함유하도록 주문
제작하였다(Table 3, Feed Lab, Guri, Korea). 실험 식이는 동물에
게 제공하기 전까지 -20℃에 보관하였으며 실험 식이와 멸균된 3
차 탈이온수를 모두 자유 급여하였다. 실험동물 사육실 환경은 온도
와 습도를 각각 23±3℃와 50±10%로 유지하며, 명암은 12시간
주기로 조절하였다. 일주일에 2번 식이섭취량과 체중을 같은 시간에
측정했으며, 체중 증가량을 동일 기간의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식
이효율을 계산하였다. 동물은 희생시키기 전 12시간 절식시키고 8
주 후 CO2 과다 흡입 방법을 이용하여 안락사시킨 후 복대정맥을
통해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장기와 조직의 무게를 측정하였고, 혈
액과 조직은 분석 시까지 -80℃에 보관하였다. 동물 실험의 모든
과정은

서울대학교

동물

실험

윤리

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SNU
IACUC)의 승인을 받았으며, 규정에 따라 수행하였다(승인번호:
SNU-140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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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Ingredients

Control
(g/kg)

Black
raspberry
2%
(g/kg)

Black
raspberry
5%
(g/kg)

Casein

200

196

190

Corn starch

397.5

389.5

377.6

Sucrose

100

98

95

Dextrose

132.0

129.4

125.4

Cellulose

50.0

49.0

47.5

Soybean oil

70.0

68.6

66.5

35.0

34.3

33.3

10

9.8

9.5

0.014

0.014

0.013

L-Cystine

3.00

2.94

2.85

Choline bitartrate

2.50

2.45

2.38

Black raspberry
powder*

-

20

50

Total (g)

1000

1000

1000

Energy (kcal/100g)

400

397

393

Mineral mixture
(AIN-93G)
Vitamin mixture
(AIN-93G)
tertButylhydroquinone

*

Nutrient composition of freeze-dried black raspberry powder

was 7.3% water, 6.6% fat, 7.7% protein, 74.9% carbohydrate,
22.9% sugar, and 34.7% dietary fiber, and the calorie was 253
kcal/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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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혈액 지표

혈청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high

density

lipoprotein

(HDL)-콜레스테롤, low density lipoprotein(LDL)-콜레스테롤,
C-reactive

protein은

자동생화학분석기(Selectra

E,

Vital

Scientific NV, Dieren, Netherlands)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혈청
염증 지표인 NO, TNF-α, Oxi-LDL, IL-1, IL-10 등은 ELISA
와 flow cytometry를 이용한 BD cytometric bead array(CBA
master buffer kit, CBA flex set, BD Biosciences)로 수행하였으며,
BD Accuri C6 flow cytometer(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2000개의 bead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4.2.2.3. 조직의 mRNA 발현

2 mL의 튜브에 조직 100 mg과 TRIzol(Sigma Chemical Co.)
용액 1 mL를 넣고 Tissuelyser Ⅱ(QIAG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균질화하였다. 균질화한 용액을 1.5 mL 튜브에
옮겨

담은

후

상온에서

5분간

방치하고

chloroform(Sigma

Chemical Co.) 200 μg을 첨가하고 12,000×g, 4℃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였다(Centrifuge 5415 R, Eppendorf, Germany). 분리
한 상층액을 취하여 새 튜브에 옮겨 담고 isopropanol(Sigma
Chemical Co.)을 500 μL 첨가하고 상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12,000×g, 4℃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버리고 바닥에
- 87 -

RNA pellet만 남긴 후 75% ethanol(Sigma Chemical Co.) 1 mL를
첨가하여 vortexing하고 7,500×g, 4℃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을 버린 후 0.1% diethyl pyrocarbonate (Sigma Chemical
Co.)를 첨가한 3차 증류수 50 μL로 pellet을 녹인 후 분광광도계
(Beckman DU 530, Bechman Coulter Inc.)를 이용하여 26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RNA 농도를 계산하였다. GoScriptTM
Revers Transcription kit(Promega, Madison, WI, USA)를 사용하
여 농도를 계산한 총 RNA로부터 cDNA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는 분석 전까지 -20℃에서 보관하였다. 합성된 cDNA를 주
형으로 각 유전자에 특이적인 primer (MCP-1; Forward 5’CCACTCACCTGCTGCTACTCAT-3’, Reverse 5’-TGGTGAT
CCTCTTGTAGCTCTCC-3’,
CTACCAAACTGGAT-3’,

IL-6;

Reverse

Forward

5’-ATGGATG

5’-TGAAGGACTCTGGC

TTTGTCT-3’, GAPDH; Forward 5’-GGAGAAACCTGCCAAG
TA-3’, Reverse 5’-AAGAGTGGGAGTTGCTGTTG-3’)를 이용
하여 real-time PCR을 수행하였다. 합성된 cDNA와 forward,
reverse primer 각 1 μL, CXR reference dye 0.5 μL, GoTaq®
qPCR master mix(2X) 25 μL, nuclease free H20 12.5 μL를 혼
합하여 총 부피를 50 μL로 맞춘 후 1000 rpm, 25℃에서 1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준비된 시료를 Applied Biosystems StepOne
Real-Time PCR system(Life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에서 반응시켰다. 95℃에서 2분간 초기반응시킨 후, 95℃에서
15초 동안 변성, 60℃에서 60초 간 결합 및 신장 과정을 60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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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이 후 95℃에서 15초, 60℃에서 1분, 95℃에서 15초 동
안 차례로 반응시켜 융해 곡선을 구하였다. 각 유전자의 발현량은
GAPDH의 발현량으로 보정하여 상대정량하였다.

4.2.2.4. 조직의 단백질 발현

100 mg의 조직에 RIPA buffer 1 mL를 넣고 Tissuelyser Ⅱ
(QIAGEN)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균질화하였다. 이 후 얼음에서 30
분 동안 교반한 후, 4℃, 12,000×g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Centrifuge 5415 R, Eppendorf). 단백질 용액 층을 취하여 단백
질

농도를

정량하고,

단백질의

발현량은

3.2.3.5의

western

blotting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ECL 용액을 이용하
여

immunoreactive

protein

complex를

검출하고

Chemidoc

XRS+(Bio-Rad Laboratories, Inc.)를 이용하여 가시화하였다.

4.2.2.5. 통계 분석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program(version 12.0, SPSS)을
이용하였다. 모든 실험 결과는 Shapiro-Wilk를 통해 정규성 검정
을 수행하여 정규분포인 경우 one-way ANOVA test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으며, 정규분포하지 않을 경우 비모수
방법인 Kruskal-Wallis test와 Mann-Whitney U test를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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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1.

결과

LPS로

염증을

유발한

RAW

264.7

세포주에서의

블랙라즈베리 폴리페놀의 항산화 효과

4.3.1.1. 블랙라즈베리의 폴리페놀 조성

블랙라즈베리 분말에서 분리한 EF와 MF를 HPLC-DAD의 UV
스펙트럼으로 분석한 결과, EF와 MF는 각각 360 nm와 520 nm에
서 최대 피크를 보였다. EF는 520 nm 파장에서 아무 것도 검출되
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니딘이 제거된
phenolic acid 분획이고, MF는 520 nm 파장에서 주요 피크가 모두
검출되어 안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니딘을 함유하고 있는 분획임
을 확인했다. 이것은 C18 cartridge를 이용하여 블랙라즈베리와 다
른 과일에서 폴리페놀 분획을 분리한 Kalt 등(2008)과 Lacombc
등(2010)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블랙라즈베
리 분말에서 분리된 EF, MF, TF를 DMEM-F12 배지에 녹여 세포
실험에 사용하였다(Figur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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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Flowchart of fractionation process. EF: ethyl acetate
fraction; MF: methanol fraction; and TF: total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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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세포 독성

블랙라즈베리 분말에서 분리한 분획물의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세 가지 분획물 모두 0.5
m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또한, LPS를 처리한 세포로 MTT assay를 수행하여
100 pmol/mL의 농도에 의한 세포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세
가지 분획물을 1, 5, 10, 20 μg/mL 농도로 처리한 RAW 264.7 세
포주에 100 pmol/mL의 LPS를 사용하여 염증을 유발시키고 세포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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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세포 내의 ROS 소거능

DCF-DA는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가고,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
포 내의 ROS와 반응하여 형광을 띠는 DCF를 생성한다. LPS로 자
극된 RAW 264.7 세포주에서 블랙라즈베리 분획물이 염증반응으로
증가되는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저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세포
내의 DCF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세포의
ROS 생성을 확인하였을 때, LPS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는 DCF로
염색된 세포가 적었고, LPS로 자극한 세포는 DCF로 염색된 세포가
많은 것으로 보아 염증 반응으로 인한 ROS 생성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lowcytometry를 이용하여 DCF-DA로 염색한
세포를 분석한 결과, 처리한 LP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CFDA로 염색된 세포가 점차 증가하였다(Figure 26). Flowcytometry
와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
μg/mL의 EF, MF, TF를 처리하고 100 pmol/mL의 LPS로 자극한
세포의 ROS 생성량은 LPS만 처리한 세포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
(p<0.05), 이것은 염증을 유발하지 않은 세포의 ROS 생성 수준과
비슷한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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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Intracellular ROS generation in LPS (0.1 μg/mL)stimul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polyphenol fractions
(20 μg/mL) of black raspberry powder. USLC: unstained LPS
control; C: control; LC: LPS (0.1 μg/mL)-stimulated control;
HLC: high LPS (1 μg/mL)-stimulated control; TF: total
fraction; EF: ethyl acetate fraction; and MF: methanol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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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DNA 손상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에서 블랙라즈베리 분획물이
염증반응으로 인한 DNA 손상을 저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세포
내의 DNA를 Hoechst 염색과 comet assay로 분석하였다(Figure
27). 형광현미경으로 Hoechst로 염색한 세포핵의 형태를 확인하였
을 때, LPS로 자극한 세포는 핵의 DNA 응축과 분절이 많은 것으
로 보아 염증 반응으로 인하여 DNA가 손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F, MF, TF를 2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100 pmol/mL의
LPS로 자극한 세포의 핵은 LPS만 처리한 것보다 DNA 손상이 적
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LPS를 처리한 세포에서 comet assay를 실
시한 결과, DNA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핵 모양을 관
찰할 수 있었으며, LPS를 처리한 세포는 DNA가 손상되어 파괴된
DNA 조각이 전기영동에 의해 긴 꼬리를 가진 혜성 모양을 형성하
였다. 또한, Comet Image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DNA의 손
상을 분석한 결과, LPS로 자극한 세포의 olive tail moment와 tail
length가 증가하였으며, TF와 MF 분획물을 처리했을 때 세포의
DNA 손상이 감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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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Intracellular DNA fragmentation and DNA oxidation in
LPS (0.1 μg/mL)-stimulated RAW 264.7 cells pretreated with
polyphenol fractions (20 μg/mL) of black raspberry powder.
Intracellular DNA fragmentation of Hoechst (A) and DNA
oxidation of single cell (B) visualized in a fluorescence
microscope. EF: ethyl acetate fraction; MF: methanol fraction;
and TF: total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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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SOD 활성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에서 블랙라즈베리 분획물이
염증반응으로 인한 항산화효소 활성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지 확인
하고자 세포 내의 SOD 활성을 분석하였다. LPS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의 SOD 활성(7.2±3.7 U/mg protein)보다 LPS를 처리한 세
포의 SOD의 활성(13.8±8.0 U/mg protein)이 높음을 확인했다. 하
지만, EF, MF, TF를 20 μg/mL 농도로 처리하고 100 pmol/mL의
LPS로 자극한 세포의 SOD 활성은 각각 12.6±8.8, 16.8±5.5,
11.6±3.5 U/mg protein으로 LPS만 처리한 세포와 비슷한 수준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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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난소절제 동물모델에서의 블랙라즈베리의 항산화·항염증
효과

4.3.2.1. 체중 및 조직 무게의 변화
난소절제에 따른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체중변화를 확인하
기 위하여 난소절제 시점에 동물의 체중(200~225g)을 측정하였으
며, 4주간의 회복기 후 Sham 수술동물과 난소절제 동물의 체중은
각각 241.4g과 296.4g이었다(Figure 28). 실험군별로 에스트로겐
펠렛과 플라시보 펠렛을 삽입하였으며, 난소절제 동물모델에서 에스
트로겐 펠렛과 블랙라즈베리 건조물의 식이보충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8주간의 식이섭취량은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p>0.05), ES와 Sham 군의 체중이 NC, BR2%, BR5% 군의 체중
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p<0.05), ES 군은 체중이 NC 군보다 15%
낮았다. 평균 간 조직 무게는 Sham 군이 6.1 g, 난소절제 군이 6.8
g으로 난소를 절제한 군의 간 무게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Table 4). 그러나 체중 대비 간의 무게를 확인해본 결과, ES 군만
나머지 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난소절제로 인한 체
중 증가로 인하여 난소절제군의 상대적 간 무게가 Sham 군보다 낮
았다. 지방조직의 무게는 ES 군이 NC, BR2%, BR5% 군보다 유의
적으로 낮았으며(p<0.05), 체중 대비 지방의 무게는 NC 군이 가장
높았고 ES가 가장 낮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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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Body weight changes of animals. Sham: sham-operated group; NC: ovariectomy (OVX) +
placebo pellet; ES: OVX + estrogen pellet (60 days released, 17β-estradiol); BR2%: OVX + placebo
pellet + 2% black raspberry diet; and BR5%: OVX + placebo pellet + 5% black raspberry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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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od intake, body weight, and tissue weight of animals.
Liver
(g)

Liver/ body
weight
(%)

243.6 ± 16.2 b

6.08 ± 0.69 b

2.49± 0.20 b

3.36 ± 0.95 ab 1.37 ± 0.33

8.85 ± 1.45

252.3 ± 25.8 b

7.33 ± 0.82 a

2.91± 0.20 a

2.97 ± 1.41 b

1.14 ± 0.49

NC
(n=10)

8.66 ± 1.44

279.8 ± 23.1 a

6.78 ± 0.68 ab

2.42± 0.16 bc

4.49 ± 1.40 a

1.59 ± 0.43

BR2%
(n=8)

8.88 ± 1.57

298.3 ± 28.0 a

7.16 ± 1.11 a

2.39± 0.20 bc

4.50 ± 1.61 a

1.49 ± 0.48

BR5%
(n=8)

8.99 ± 1.95

296.6 ± 24.6 a

6.80 ± 0.76 ab

2.29± 0.10 c

4.75 ± 1.39 a

1.58 ± 0.37

Food intake
(g/day)

Body weight
(g)

Sham
(n=8)

8.40± 2.01

Estrogen
(n=8)

Adipose tissue
(AT, g)

AT/ body
weight
(%)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ham: shamoperated group; NC: ovariectomy (OVX) + placebo pellet; ES: OVX + estrogen pellet (60 days
released, 17β-estradiol); BR2%: OVX + placebo pellet + 2% black raspberry diet; and BR5%: OVX +
placebo pellet + 5% black raspberry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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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혈청과 조직 지질 지표의 변화
난소절제 동물모델에서 에스트로겐 펠렛과 블랙라즈베리 건조물
의 식이보충이 혈청 지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 수준을 분석하였다. 에스트로겐 펠렛을 삽
입한 난소절제 쥐는 혈청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
롤, LDL-콜레스테롤 수준이 다른 실험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
았다(p<0.05, Table 5). 혈청 지질지표 모두 블랙라즈베리를 섭취
했을 때 농도의존적으로 낮았지만, 난소절제 대조군과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으며, BR5% 군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
롤이 NC 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난소절제 에스트로겐 펠렛과 블랙라즈베리 건조물의 식이보충이
간 지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간 조직의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블랙라즈베리를 섭취했을 때 농도 의존적으
로 낮았지만, 난소절제 대조군과의 차이는 없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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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pid levels in serums of ovariectomized rats fed black raspberry.
Total cholesterol
(mg/dL)

Triacylglycerols
(mg/dL)

HDL cholesterol
(mg/dL)

LDL cholesterol
(mg/dL)

Sham
(n=8)

146.50 ± 26.3 bc

114.30 ± 29.0 b

85.10 ± 11.7 b

35.50 ± 12.6 bc

Estrogen
(n=8)

184.20 ± 31.4 a

161.00 ± 27.5 a

100.40 ± 7.1 a

53.30 ± 21.3 a

NC
(n=10)

138.50 ± 28.3 c

122.00 ± 17.7 b

75.40 ± 10.7 c

29.80 ± 11.2 c

BR2%
(n=8)

169.40 ± 18.6 ab

129.80 ± 33.0 b

86.70 ± 5.3 b

46.00 ± 14.9 ab

BR5%
(n=8)

147.10 ± 11.6 bc

120.60 ± 21.7 b

80.80 ± 3.8 bc

34.60 ± 5.4 bc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ham: shamoperated group; NC: ovariectomy (OVX) + placebo pellet; ES: OVX + estrogen pellet (60 days
released, 17β-estradiol); BR2%: OVX + placebo pellet + 2% black raspberry diet; and BR5%: OVX +
placebo pellet + 5% black raspberry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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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ipid levels in liver of ovariectomized rats fed black
raspberry.
Triacylglycerols
(μg/mg protein)

Total cholesterol
(μg /mg protein)

Sham
(n=8)

7.95± 2.87

2.39± 0.48 ac

Estrogen
(n=8)

7.68± 1.46

2.54± 0.56 ab

NC
(n=10)

6.46± 1.84

2.15± 0.48 c

BR2%
(n=8)

8.75± 3.14

2.96± 0.95 a

BR5%
(n=8)

7.37± 1.56

2.57± 0.49 ab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ham: sham-operated group; NC: ovariectomy (OVX) +
placebo pellet; ES: OVX + estrogen pellet (60 days released,
17β-estradiol); BR2%: OVX + placebo pellet + 2% black
raspberry diet; and BR5%: OVX + placebo pellet + 5% black
raspberry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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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혈청 산화 지표

난소절제 동물모델에서 에스트로겐 펠렛과 블랙라즈베리 건조물
의 식이보충이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청
MDA, 산화 LDL, NO 수준을 분석하였다. 먼저 혈액의 지질과산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MDA를 확인한 결과, 블랙라즈베리 건조물
을 섭취했을 때 농도의존적으로 MDA가 낮았고, BR5% 군의 혈청
MDA 수준이 ES 군과 NC 군보다 각각 27.4%, 24.9% 낮았다
(p<0.05, Table 7). 또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LDL의 산화 정도를 나타내는 산화 LDL을 분석한 결
과, ES 군이 NC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p<0.05), BR5% 군은
NC 군보다 16.6% 낮았다(p>0.05). 혈청 NO는 난소절제군 모두에
서 높았고, 블랙라즈베리를 섭취했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낮았다.
본 연구에서 에스트로겐과 블랙라즈베리 섭취가 혈청 산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에스트로겐은 지질과산화보다는 LDL
산화를 억제했으며, 블랙라즈베리는 두 지표 모두 억제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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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Oxidation markers in serums of ovariectomized rats fed
black raspberry.
MDA (nmol/mL)

Sham
(n=8)

Oxi-LDL (pg/mL)

NO (μM)

45.5 ± 11.5 ab

41.5 ± 4.2 bc

17.2 ± 13.8

51.0 ± 7.0 a

33.3 ± 5.9 c

34.6 ± 11.2

49.3 ± 12.6 a

58.3 ± 22.3 a

28.7 ± 19.7

BR2%
(n=8)

42.2 ± 7.9 ab

58.6 ± 16.8 a

30.6 ± 7.7

BR5%
(n=8)

37.0 ± 4.0 b

48.6 ± 12.6 ab

25.7 ± 8.2

Estrogen
(n=8)
NC
(n=10)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ham: sham-operated group; NC: ovariectomy (OVX) +
placebo pellet; ES: OVX + estrogen pellet (60 days released,
17β-estradiol); BR2%: OVX + placebo pellet + 2% black
raspberry diet; and BR5%: OVX + placebo pellet + 5% black
raspberry diet

- 105 -

4.3.2.4. 혈청 염증 지표
난소절제 동물에서 에스트로겐 펠렛과 블랙라즈베리 건조물의
식이보충이 혈청 염증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Creactive protein, IL-6, IFN-γ, IL-10, IL-1α, IL-1β, TNFα 수준을 분석하였다. 먼저, 난소절제 동물에서 블랙라즈베리 건조
물의 섭취가 IL-1β, IFN-γ, TNF-α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 지표를 분석하였으나, 대부분의 동물에서 검출
되지 않았다. 혈청 C-reactive protein은 ES 군이 NC 군과 비교
하여 유의적으로 낮았으며(p<0.05), 블랙라즈베리 건조물의 섭취는
난소절제동물의 혈청 C-reactive protein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았
다(Table 8). 또한 혈청 IL-6, IL-10, IL-1α 수치도 블랙라즈베
리를 섭취했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낮았고, BR5% 군이 NC 군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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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Inflammatory markers in serums of ovariectomized rats fed black raspberry.
C-reactive protein

IL-6

IL-10

IL-1α

(μg/mL)

(pg/mL)

(pg/mL)

(pg/mL)

Sham
(n=8)

25.1 ± 1.09 ab

Estrogen
(n=8)
NC
(n=10)
BR2%
(n=8)
BR5%
(n=8)

1125.4 ± 1983.3

44.2 ± 44.7

2.89 ± 1.71

23.9 ± 1.23 b

840.9 ± 1188.3

47.9 ± 63.0

2.83 ± 2.12

26.0 ± 0.51 a

1100.7 ± 1314.6

135.6 ± 158.2

4.62 ± 3.80

25.5 ± 0.77 ab

1224.7 ± 1872.7

129.8 ± 123.4

4.29 ± 3.25

25.5 ± 0.46 ab

604.6 ± 691.8

42.3 ± 33.1

2.17 ± 0.47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8~10).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U test). Sham:
sham-operated group; NC: ovariectomy (OVX) + placebo pellet; ES: OVX + estrogen pellet (60 days
released, 17β-estradiol); BR2%: OVX + placebo pellet + 2% black raspberry diet; and BR5%: OVX +
placebo pellet + 5% black raspberry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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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지방 조직에서의 MCP-1과 IL-6의 mRNA 발현

블랙라즈베리 건조물의 식이보충이 동물 지방 조직의 MCP-1
과 IL-6의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RT-PCR로 확인하였다
(Figure 29). NC 군의 MCP-1 발현량은 Sham 군보다 66.4%, ES
군보다 55.7% 높았고, BR2% 군과 BR5% 군의 MCP-1 발현량은
NC 군보다 각각 41.8%와 81.8% 낮았다(p>0.05). BR5% 군의
IL-6 발현량은 NC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 BR2% 군과 BR5%
군의 IL-6 발현량은 NC 군보다 각각 67.5% 와 91.6%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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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MCP-1 (A) and IL-6 (B) mRNA expressions in
adipose tissues of ovariectomized rats fed black raspberry.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6~10). GAP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Kruskal-Wallis testand Mann-Whitney U
test). Sham: sham-operated group; NC: ovariectomy (OVX) +
placebo pellet; ES: OVX + estrogen pellet (60 days released,
17β-estradiol); BR2%: OVX + placebo pellet + 2% black
raspberry diet; and BR5%: OVX + placebo pellet + 5% black
raspberry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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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간, 대동맥, 지방 조직에서의 iNOS와 COX-2의 단백
질 발현

난소절제 동물모델에서 에스트로겐 펠렛과 블랙라즈베리 건조물
의 식이보충이 염증성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간 조직, 대동맥, 지방 조직의 iNOS와 COX-2 단백질의 발현을 분
석하였다(Figure 30). 지방 조직에서의 iNOS 단백질 발현은 NC군
이 다른 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간 조직에서는 차이
가 없었다. 대동맥에서의 iNOS 단백질 발현은 BR2%와 BR5% 군
이 NC, ES, Sham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지방 조직과
대동맥에서 iNOS 단백질의 발현은 BR2%와 BR5% 군이 NC 군보
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p<0.05), 지방 조직과 대동맥에서 BR5%
군의 iNOS 발현량은 NC 군보다 각각 56.6%와 69.8% 낮았다. 간
조직에서 NC 군과 BR2% 군의 COX-2 단백질 발현이 ES 군과
Sham 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 NC 군과 블랙라즈베리
섭취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대동맥과 지방 조직에서 COX-2 단백
질의 발현은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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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s in livers, aortas,
and adipose tissues of ovariectomized rats fed black raspberry.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Densitometric analyses of
iNOS (B) and COX-2 protein (C) expressions corrected for β
-actin expression.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6~10). iNO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tissues differ significantly (p<0.05: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U test). COX-2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tissue differ significantly (p<0.05: based on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ham:
sham-operated group; NC: ovariectomy (OVX) + placebo pellet;
ES: OVX + estrogen pellet (60 days released, 17β-estradiol);
BR2%: OVX + placebo pellet + 2% black raspberry diet; and
BR5%: OVX + placebo pellet + 5% black raspberry diet

- 112 -

4.3.2.7.

간, 대동맥, 지방 조직에서의 NF-κB, I-κBα, Nrf2
의 단백질 발현

난소절제 동물 모델에서 블랙라즈베리 건조물의 식이보충이 염
증 관련 전사인사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간 조직, 대
동맥, 지방 조직의 NF-κB, I-κBα, Nrf2 발현을 분석하였다
(Figure 31). 간 조직에서의 NF-κB 단백질 발현은 BR2%와
BR5% 군이 NC 군보다 각각 48.1%와 66.3% 낮았고, BR5% 군의
NF-κB 단백질 발현이 NC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대동맥과 지방 조직에서의 NF-κB 단백질 발현은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난소절제 동물의 간, 대동맥 지방 조직에서의 I-κBα 단
백질의 발현은 군 간의 차이가 없었다. 지방 조직에서의 Nrf2 단백
질의 발현은 Sham 군이 NC 군과 BR2%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0.05), NC 군과 블랙라즈베리 섭취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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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NF-κB, I-κBα, and Nrf2 protein expressions in
livers, aortas, and adipose tissues of ovariectomized rats fed
black

raspberry.

(A)

Representative

immunoblots.

Densitometric analyses of NF-κB (B), I-κBα(C), and Nrf2
protein (D) expressions corrected for β-actin expression.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6~10).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tissues differ significantly
(p<0.05: Kruskal-Wallis test and Mann-Whitney U test). Sham:
sham-operated group; NC: ovariectomy (OVX) + placebo pellet;
ES: OVX + estrogen pellet (60 days released, 17β-estradiol);
BR2%: OVX + placebo pellet + 2% black raspberry diet; and
BR5%: OVX + placebo pellet + 5% black raspberry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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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찰

본 연구에서는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를 이용하여
블랙라즈베리의 폴리페놀류가 염증으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의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평가한 결과, 블랙라즈베리의 폴리페놀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이 염
증을 유발한 세포 내에서도 유효하며, 염증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포 내의 ROS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블랙라즈베리에서 분
리한 폴리페놀 분획물이 다양한 종류의 균에서 분리한 LPS로 자극
한 대식세포에서 NO와 ROS 생성을 억제하여 블랙라즈베리가 염증
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과
도 유사한 결과이다(Feghali et al., 2011; La et al., 2009). 또한
Kim 등(2011)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 추출물이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의 ROS를 포착하
고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전사인자의 발현을 조절하여 ROS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
다고 하였다(Kim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블랙라즈베리
의 메탄올 분획물이 염증반응에 의한 DNA 손상을 억제할 수 있었
다. 이는 블랙라즈베리에서 분리한 안토시아닌 분획과 C3G가 H2O2
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의 DNA 손상을 억제했다는 선행 연
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Lai et al., 2012). Yen 등(2001)은

Uraria

crinita

뿌리에서

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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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페놀

분획이

sodium

nitroprusside로 자극한 RAW 264.7의 DNA 손상을 유의적으로 감
소시켰으며(p<0.05), 이것은 폴리페놀의 항산화능과 NO 소거능으
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했다(Yen et al., 2001). Sanngha 등(2012)
은 블랙라즈베리에서 분리한 폴리페놀 분획이 LPS(10-20 μg/mL)
로 자극한 THP-1 세포의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SOD 활
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고했다(Sangha, 2012). LPS로 염
증을 유발한 db/db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동물실험에서는 블랙라즈
베리 분말의 섭취가 혈중 SOD 활성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른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한 지표들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Kim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소절제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블랙라즈
베리 동결건조물의 섭취가 혈액 산화지표의 변화와 함께 조직에서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분비 및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씨앗을 포함한 블랙라즈베리 과일 전체를 동결건조하여
섭취시켰으며, 안토시아닌을 포함한 폴리페놀과 과일이 함유한 영양
성분의 조화가 생리적인 상승효과를 위하여 전체 열매의 용량 의존
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8주간의 실험식이 섭취 후 각 실험군
의 체중 및 조직의 무게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2%와 5%
블랙라즈베리 건조물의 섭취가 체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
만, Marques 등(2012)은 10% 블랙베리를 섭취한 난소절제모델에
서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체중 증가가 10% 낮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 모델에서도 C3G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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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한 보라색 옥수수의 섭취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
다(Tsuda et al., 2003).
이러한 안토시아닌의 체중 감소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직 불분명
하지만, Tsuda 등(2003)은 C3G가 풍부한 추출물이 난소절제 모델
에서

지방산과

중성

지방의

합성을

담당하는

효소와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s(SREBP)의 mRNA의 수준
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SREBP의
발현에 의존적인 간 지질의 생성 수준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도 간 조직에서 중성 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양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블랙라즈베리 건조물을 섭취했을 때 간 조직
의 중성 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이 농도 의존적으로 낮아졌지만, 난소
절제 대조군과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Marques 등
(2012)의 연구에서는 5%와 10%의 블랙베리를 섭취한 난소절제동
물군에서 간의 지질 축적이 억제되었으며, 억제 정도가 Sham 군과
동일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간에서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PPAR)-α의 발현이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했다(Marques et al., 2012). 하지만 혈중 지질지표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10%의 블랙베리를 섭취한 군에서 총 콜레스테롤만 감
소하였고 중성지방에는 감소 효과가 없었으며, 5%의 블랙베리를 섭
취한 군에서는 중성지방과 혈당 조절 효과가 있었다(Marques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BR5% 군이 BR2% 군보다 혈청 중성지
방,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이 낮았지만,
NC 군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Kaume 등(2012)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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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0%의 블랙베리 동결건조물을 섭취한 난소절제쥐의 혈중지질지
표는 난소를 절제한 대조군과 차이가 없음을 보고했다.
Tsuda 등(2003)은 안토시아닌 추출물의 섭취가 동물 조직의
PPAR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기질 대사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에도 관여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Seymour 등(2009)은 타트
체리를

동결건조하여

대사증후군

동물모델에

섭취시켰을

때

1%(w/w)를 섭취한 군의 지방조직에서 PPAR-α및 PPAR-γ의
mRNA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최근에 발표된 Marques 등
(2012)의 연구에서도 10% 블랙베리를 섭취한 난소절제동물의 조
직에서 안토시아닌이 직접 활성 산소를 소거하거나 산화 스트레스
를 억제함으로써 이러한 항염증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블랙라즈베리 섭취가 혈청 산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한 결과, 블랙라즈베리를 2%와 5% 섭취한 군의 MDA와 산화
LDL 모두 낮았으며(p<0.05), 이것은 앞서 언급한 Marques 등
(2012)의 보고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랙라즈베리의 섭취로 인한 혈중 산화지표의
억제가 동물의 염증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청과
간 조직에서의 염증지표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난소절제 동물에서는 블랙라즈베리 건조물의 섭취가 난소절제동물
의 혈청 C-reactive protein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혈
청 IL-6, IL-10, IL-1α 수치도 BR2% 군보다 BR5% 군이 낮았
고, BR5% 군이 NC 군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이것은 5%와 10% 블랙베리 동결건조물의 섭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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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절제 쥐의 인슐린과 C-reactive protein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고 보고한 Kaume 등(2012)의 결과와 유사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블랙라즈베리를 5% 섭취한 군의 지방 조직에서 MCP-과
IL-6 mRNA 발현량은 NC 군보다 각각 81.8%(p=0.054)와 91.6%
낮았으며, 블랙라즈베리를 5% 섭취한 군의 IL-6 mRNA 발현량은
NC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또한, 블랙라즈베리를 2%
와 5% 섭취한 군의 지방 조직과 대동맥에서 iNOS 단백질의 발현
은 NC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Pergola 등(2006)도
LPS로 염증을 유발한 동물모델에서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의 섭취가
iNOS의 발현을 억제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p<0.05), 이러한
iNOS의 발현 억제는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의 억제에서
기인한 NF-κB 활성 저하 경로를 통해서 나타난 효과라고 보고했
다. 본 연구에서도 블랙라즈베리를 2%와 5% 섭취한 군의 간 조직
에서의 NF-κB 단백질 발현이 NC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p<0.05), 대동맥과 지방조직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Marques 등
(2012)은

10%

블랙베리를

섭취한

난소절제동물의

조직에서

COX-2 와 NF-κB의 mRNA 발현이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으며,
Kaume등(2012)도 10%의 블랙베리 동결건조물을 섭취한 난소절
제쥐의 간 조직에서 PPAR-γ, NF-κB, COX-2 의 mRNA 발현이
난소를 절제한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고 보고했다(p<0.0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블랙라즈베리를 2%와 5% 섭취한 난소절제
동물의 조직에서 COX-2 단백질 발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
이, 난소절제 동물모델에 있어서 나무딸기류 과일의 섭취는 조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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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부 염증성 유전자와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만성염
증성 반응의 진행 및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각
조직에 따라서도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배경으로 다양한 혈청 지표와 조직에서 블랙라즈
베리의 항산화 및 염증 억제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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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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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RAW264.7 세포주와 Caco-2 세포주를 이용하
여 국내산 나무딸기류가 함유하고 있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산화적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동물
모델에 블랙라즈베리 동결건조물을 섭취시켰을 때 난소절제로 인해
유도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및 염증반응 완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의 항산화 물질 함량 및 항산화
능을 비교했을 때, 세 종류의 나무딸기류 과일 중에서 블랙라즈베리
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함량이 월등히 높았고, 추출
물과 안토시아닌 분획의 항산화능도 블랙라즈베리가 가장 높았다.
또한, 각각의 나무딸기류 과일에서 분리한 안토시아닌 분획의 조성
을 확인한 결과, 블랙베리와 복분자에는 C3G가 많고, 블랙라즈베리
에는 C3R이 가장 많았다.
나무딸기에서 분리한 안토시아닌 분획이 조성에 따라 산화적 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RAW 264.7 세포주를 산
화적으로 자극함으로써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반응을 확인하고,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와 대장상피 세포인 Caco-2 세
포주에서 유발되는 염증물질 생성 및 활성의 억제효과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안토시아닌 분획, C3G, C3R은 산화적 스트레스로 야
기되는 세포 내의 ROS를 감소시켰으며, Nrf2에 의해 발현되는 항
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세포 내의 항산화력을 높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세 종류의 나무딸기 과일의 안토시아닌 분획과 개별
안토시아닌의 항산화능으로 인한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보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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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DNA의 손상을 감소시켰다. 또한,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의 NF-κB 단백질 발현을 억제시키므로써 iNOS와 COX-2
의 활성을 억제하여 NO와 PGE2의 분비를 감소시켰으며, 염증을 유
발한 대장 상피세포에서도 염증성 단백질과 부착분자의 단백질 발
현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나무딸기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이
RAW 264.7과 Caco-2 세포주에서 항산화효소의 활성에 관여하는
Nrf2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딸기에 함
유된 안토시아닌은 RAW 264.7과 Caco-2 세포주에서 ICAM-1의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키고, L-selectin의 단백질 발현은 영향을 주
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안토시아닌은 다양한 세
포에 항부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안토시아닌 중에서
도 C3G와 C3R이 염증성 대장세포에서도 ICAM의 발현을 감소시킴
으로써 항부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혈관과 다양한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NO 분비량의 경우, 특히 C3G가 높은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나무딸기류 과일의 안토시아닌 분획, C3G, C3R이 세포 내에서도 산
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주에
서 염증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염증물질을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능이 가장
높은 블랙라즈베리 동결건조물에서 분리한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분획이 염증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
보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블랙라즈베리 폴리페놀 분획물의 세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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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 소거능과 항산화 활성을 평가한 결과, 블랙라즈베리 폴리페놀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이 염증을 유발한 세포 내에서도 유효하며, 염
증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포 내의 ROS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안토시아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블랙라즈베리의 메탄올 분
획물이 염증반응에 의한 DNA 손상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지는 연구에서 동물모델에 블랙라즈베리를 섭취시켜서 난소
절제로 인해 유도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및 염증반응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8주간의 실험기간 동안 식이섭취량은 군간의 차
이가 없었으며, ES와 Sham 군의 체중이 NC, BR2%, BR5% 군의
체중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2%와 5%의 블랙라즈베리
보충이 혈청과 간의 지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블랙
라즈베리를 섭취했을 때 혈청 지질지표가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낮
아졌지만, 난소절제 대조군과의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스트로겐 펠렛과 2%와 5% 블랙라즈베리 건
조물의 식이보충이 혈중 지질 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혈청 MDA와 산화 LDL 수준을 확인하였다. MDA는 블랙라즈베
리 건조물을 섭취한 군에서 농도의존적으로 낮았고, BR5% 군의 혈
청 MDA 수준이 ES 군과 NC 군보다 각각 27.4%와 24.9% 낮았
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LDL
의 산화 정도를 나타내는 산화 LDL을 분석한 결과, ES 군이 NC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p<0.05), BR5% 군은 NC 군보다 16.6%
낮았다. 혈청 NO는 Sham 군보다 난소를 절제한 군에서 높았고, 블
랙라즈베리를 섭취한 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낮았다. 위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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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합해보면, 에스트로겐은 LDL 산화를 억제하며, 블랙라즈베리
동결건조물의 섭취는 LDL 산화와 지질과산화를 함께 억제하는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난소절제 동물에서는 혈청 IL-1β,
IFN-γ, TNF-α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블랙라즈베리 건조물의 섭
취가 난소절제동물의 혈청 C-reactive protein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혈청 IL-6, IL-10, IL-1α 수치는 블랙라즈베리
를 섭취했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낮았고, BR5% 군이 NC 군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또한, 난소
절제 동물모델에서 에스트로겐 펠렛과 블랙라즈베리 건조물의 식이
보충이 염증성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
조직, 간 조직, 대동맥을 분석하였다. 지방 조직에서 BR2% 군과
BR5% 군의 MCP-1 mRNA 발현량은 NC 군보다 81.8% 낮았고
(p>0.05), IL-6 mRNA 발현량은 NC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p<0.05). 지방 조직과 대동맥에서 iNOS 단백질의 발현은 BR2%
와 BR5%군이 NC 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p<0.05), 간 조직
에서의 NF-κB 단백질 발현은 BR2%와 BR5% 군이 NC 군보다
각각 48.1%와 66.3% 낮았다(p<0.05,).
본 연구는 블랙라즈베리, 블랙베리, 복분자가 함유한 안토시아
닌이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세포 내의 ROS와 DNA 산화를 억
제시키고, 염증을 유발한 대식세포와 대장상피세포에서 NF-κB로
부터 유도되는 iNOS와 COX-2의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하여 NO와
PGE2의 분비를 억제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나무딸기 과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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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시아닌 조성이나 종류에 따른 항산화·항염증 활성은 일부 실
험 항목에서만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의 실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나무딸기 중 항산화 성분이 함량과 활성이 가장
높은 블랙라즈베리가 함유하고 있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LPS
로 인해 증가한 대식세포 내의 ROS와 DNA 손상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동물 모델에서도 5%의 블랙라즈베리 동결건조물의 섭취
가 난소절제로 인해 증가되는 혈청 산화지표를 완화시키며, 혈청
IL-6, IL-10, IL-1α 수치가 블랙라즈베리 동결건조물을 섭취한
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5%의 블랙라즈
베리 동결건조물의 섭취가 난소절제 동물의 지방 조직에서 유도되
는 IL-6 mRNA 발현과 iNOS 단백질 발현을 완화하고, 간 조직에
서의 NF-κB 단백질 발현도 완화한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나
무딸기류 과일은 세포와 조직에서의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 지표
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만성염증성 반응의 진행 및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산 나무
딸기류의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에 대한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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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Rubus Fruit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Food and Nutrition
Jung, Hana

Inflammatory response is a normal physiological immune
function. Macrophages have central roles in regulation of
inflammation by producing reactive oxygen species (ROS),
reactive nitrogen species (RNS), and cytokines. Oxidative
stress is an imbalance between the over-production of ROS,
RNS, and antioxidant defense system, leading to initiation of
lipid, protein, and DNA damages. Rubus fruits possess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properties. However, oxidative
stress and inflammatory mediator inhibition activities of
anthocyanins found in Rubus fruits, especially cultivated in
Korea, have been little stud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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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raspberries (BR), blackberries (BB), and Korean
raspberries (KR) using in vitro and in vivo models.
First of all, antioxidant contents and activities of the three

Rubus fruits were determined. Among these three fruits, BR
had the highest levels of total polyphenols, flavonoids,
anthocyanins, and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followed by BB and KR. Cyanidin-3-glucoside (C3G) and
cyanidin-3-rutinoside (C3R) were major anthocyanins found in
the three Rubus fruits.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ethanol extracts,
anthocyanin fractions (AF), and their major anthocyanins (C3G
and C3R) in RAW264.7 murine macrophage cells were
determined. Protecting effects of these Rubus fruit extracts and
AF on RAW264.7 cells against H2O2-induced cytotoxicity were
tested. All of the AF (20 μg/mL) significantly decreased
toxicity of the H2O2-stimulated cells. Anthocyanins
significantly (p<0.05) reduced H2O2-induced cytotoxicity in the
H2O2-stimulated RAW264.7 cells, compared with control cells.
Treatment of the cells with the AF significantly prevented
reduction in superoxide dismutase (SOD) and glutathione
peroxidase (GPx) activities in the cells. This regulation was
confirmed by Western blotting, which showed increase in
nuclear factor (erythroid-derived 2)-like 2 (Nrf2)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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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when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AF. A
significant increase of intracellular ROS and FRAP in all of the
AF pre-treated RAW264.7 cells was observed. All of the AF
and individual anthocyanins significantly reduced the H2O2induced DNA damage.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anthocyanins.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these AF and their individual
anthocyanins o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were also
determined. The AF and individual anthocyanins suppressed
nitric oxide (NO) and prostaglandin E2 (PGE2) production in the
LPS-stimulated cells. Expressions of the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 (COX-2) proteins were
inhibited by the AF and individual anthocyanins, along with a
decrease in the LPS-induced nuclear factor kappa B (NF-κB)
activation through inhibition of inhibitory factor kappa B (I-κB
α) degradation.
Anothe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AF and their individual anthocyanins
in inflamed intestinal epithelial Caco-2 cells. All the AF and
individual anthocyanins significantly inhibited NO secretion,
iNOS protein expression, and NF-κB activation in the Caco-2
cells exposed to conditioned medium (CM) from 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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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ated RAW264.7 cells. The individual anthocyanins also
significantly down-regulated ICAM-1 in Caco-2 cells.
Antioxidant properties of polyphenol fractions of freeze dried
BR powder were determined employing LPS-stimulated
RAW264.7 macrophage cells. Ethyl acetate fraction (EF: nonanthocyanin polyphenol fraction) and methanol fraction (MF:
anthocyanin fraction) of the BR powder were prepared using
C18 Sep-Pak cartridge. Whe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LPS
for 20 h, intracellular ROS and DNA damage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ells pre-treated with EF, MF, and total
fraction (TF: combining EF and MF), significant reductions of
intracellular ROS generation were observed. In addition, LPSinduced DNA oxidation was attenuated when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TF and MF.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PS-induced SOD activity (p>0.05).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the freeze-dried
BR powder on estrogen deficient rats by ovariectomy (OVX)
were determined. Female Sprague-dawley rats were either
OVX or sham-operated and divided into five groups: 1) Sham:
sham-operated group; 2) NC: OVX + placebo pellet; 3) ES:
OVX + estrogen pellet (60 days released, 17β-estradiol); 4)
BR2%: OVX + placebo pellet + 2% black raspberry diet; and 5)
BR5%: OVX + placebo pellet + 5% black raspberry diet.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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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eeks of experimental diets, antioxidant and inflammatory
markers were measured in the serum. The concentrations of
the antioxidant markers, ox-LDL and NO, in the BR5% were
83.4% and 91.8%, respectively, of those in the NC (p>0.05).
Malondialdehyde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BR5%,
compared to those in the NC and ES (p<0.05). IL-1α, IL-6,
and IL-10 of the BR5% were about 31.8%, 55.0%, and 29.4%,
respectively, of those of the NC (p>0.05). IL-6 mRNA
expressions in adipose tissue were lower in the BR2% and BR5%
compared to those in the NC (p<0.05). iNOS protein
expressions in the aorta and adipose tissu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BR2% and BR5%, compared to those in the NC
(p<0.05). NF-κB protein expression in the liver tissue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BR2% and BR5%, compared to those
in the NC (p<0.05).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antioxidant effects of AF,
C3G, and C3R may be partly related to prevention of DNA
damage and intracellular ROS production. These anthocyanins
also had antiinflammatory effects o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and CM-treated Caco-2 cells through
suppressions of inflammatory mediators and protein
expressions. In addition, anthocyanin rich BR diet at the levels
of 2% and 5% (w/w) suppressed oxidation mark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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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mmatory markers in OVX rat mod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Rubus fruits produced in Korea may have potential health
beneficial effects on health, which could be attributed to the
major anthocyanins abundantly present in the fruits.

KEYWORDS: Rubus fruit; black raspberry; blackberry, Korean
raspberry; anthocyanin; polyphenol;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RAW264.7; Caco-2; ovariectomized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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