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桑椹子추출물의 Peroxynitrite 억제  염증 진 인자 제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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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hibitory effects of Mori Fructus on the generation of peroxynitrite (ONOO-), 

nitric oxide (NO) and superoxide anion radical (․O2
-) in the endothelial cells of rat vessel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NOO-, NO, ․O2
- scavenging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ves of Mori Fructus. For this study, the 

fluorescent probes, namely dihydrorhodamine 123 (DHR 123), 4,5-diaminofluorescein (DAF-2) and 

2’,7’-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 (DCFDA) were used. Western blotting was performed using anti-NF-κB (p50, 

p65), anti-COX-2, anti-iNOS antibodies, respectively. Mori Fructus prevented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cell 

death in YPEN cells. Mori Fructus inhibited the generation of ONOO
-, NO and ․O2

- in the LPS-treated cells. Mori 

Fructus inhibited the expression of COX-2 and iNOS genes by means of decreasing the NF-κB activation. These 

results suggest Mori Fructus is effective on inhibiting the generation of ONOO-, NO and ․O2
-, and that therefore it 

might have a potential role as a treatment for the inflammatory process and inflammation-relate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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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superoxide 

anion radical (․O2
-), hydrogen peroxide (H2O2), hydroxyl 

radical (․OH) 등으로 oxygen에서 생된 물질들이고, 활성질

소종 (reactive nitrogen species, RNS)은 nitric oxide (NO), 

nitrogen dioxide (NO2), nitrous acid (HNO2), peroxynitrite 

(ONOO-
) 등으로 nitrogen에서 생된 물질들이다

1)
. 이들은 반응 

시간이 매우 짧은 반면에 반응력은 매우 커서 세포내 여러 구성 

성분인 지질, 단백질, 핵산 그리고 DNA를 산화시켜 염증을 유발

하고 세포사를 일으키며, 고 압, 동맥경화, 심부 , 류마티스 

염, 알 르기, 암  노화 등에 깊이 련되어 있다2-5).

    산화 스트 스 가설에 의하면 ROS와 RNS에 의한 oxidative 

stress가 세포  조직 손상을 래하여 노화 과정을 진하고 노

인성 질환의 발생 과정에 여한다고 하 다6). 한 노화의 분자

염증 가설에 의하면 ONOO-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하 다7)
, 이러

한 ONOO
-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산화제이며, 다른 활성산소들

과 반응할 수 있는 NO와․O2-에 의하여 생성된다8). 

    염증(inflammation) 반응에는 cytokine, prostaglandin E2 

(PGE2), lysosomal enzyme, free radical 등 다양한 매개물질이 

여하고 있다9). Cytokine, tumor necrosis factor (TNF-α), 

lipopolysaccharide (LPS)와 같은 자극에 의해 염증 사인자인 

nuclear factor κB (NF-κB)가 활성화되며 그 결과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2 (COX-2)가 발 되어 

염증이 유발된다10,11).

    NF-κB는 유 자 발 을 통해 apoptosis, 종양 형성, 세포증

식, 염증, 면역반응을 조 하는데, 노화, 암, 동맥경화증, 방사능

에 의한 조직 손상, 바이러스성 복제, 성 염증상태, 조직이식 

숙주반응, 독성/부패성 조직 손상 등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병

리 인 상태와 련되어 있다12). COX-2는 노화 과정에서 

히 발 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노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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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며
13)

, iNOS는 각종 cytokine과 bacteria 산물인 endotoxin 

 lipopolysaccharide(LPS) 등에 의하여 사단계에서 발 이 

증가된다14)
.

    桑椹子 (Mori Fructus)는 뽕나무의 열매 (오디)를 건조한 것

으로 補腎水 利五臟 安魂鎭神 聰耳明目 生津止渴 利水消腫 解酒

烏髮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15)

. 실험 연구에 의하면 면역기능

을 증강시키고
16-18)

,  지질을 하시키며
19)

, 항산화 작용이 있

다고20,21)
 보고되었다.

    이에 자는 桑椹子가 補腎 효능을 가진 延年益壽 약물로서 

항노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고 노화에 련된 염증 반

응에 한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한 일환으로 내피세포에

서 LPS에 의해 유도된 산화 스트 스에 한 세포사와 ONOO- 

 그 구체인 NO와 ․O2
-
 생성에 한 억제 활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NF-κB 활성  NF-κB 의존성 유 자인 COX-2와 

iNOS의 발 에 미치는 향을 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

에 보고한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약재

  桑椹子 (Mori Fructus)는 시  (무주, 한국)에서 구입하고 정선

하여 사용하 다.

 2) 시약  기기

    Dulbecco's Modifide Eagle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streptomycin-penicillin 등의 세포배양용 시약들은 

Gibco BRL (Grand Island, USA), dihydrorhodamine 123 (DHR 

123)과 2’,7’-dichloro dihydrofluorescein diacetate (DCFDA)는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에서, carboxy-PTIO 

sodium salt는 Calbiochem (EMD Biosciences Inc., USA)에서, 

4,5-diaminofluorescein (DAF-2)은 Dai ichi Pure Chemical Co. 

(Tokyo, Japan)에서, sodium dodesyl sulfate (SDS), acrylamide

는 Bio-Rad (Hercules, USA), lipopolysaccharide (LPS), 

tert-butyl hydroperoxide, NP-40, CAPS, Tris base, ammonium 

persulfate, ponceau, glycerol, protease inhibitors, bovine serum 

albumine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1차  

2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USA), Cell 

Signaling Technology (Cell Signaling, USA)에서 구입하 고, 

sodium chloride, hydrogen peroxide, ethanol, methanol  기

타 시약은 시 에서 특 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실험에 사

용한 기기는 GENios (GENios-basic, Tecan, Austria), UV-VIS 

spectrophotometer (UV-2401PC, Shimadzu Co., Japan) 등을 사

용하 다.

2. 방법 

 1) 검액의 조제

    잘게 분쇄한 桑椹子 300 g에 3배량의 95% methanol을 가하

고 60℃에서 탕으로 24시간씩 3회 반복 추출하여 추출액을 얻

었다. 이 추출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여지로 여과한 다음 여

액을 회  감압농축기를 사용하여 건조시켜 추출물 85.20 g (수

율 28.4%)을 얻어 실험에 필요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2) 세포 배양 

    Rat의 내피세포인 YPEN 세포를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분양받아 75 cm
2
 tissue culture 

flask (Corning Co., New York, USA)에 5×10
6
 cells/ml의 도가 

되게 배양하 다. 이 때 사용한 배지는 5% fetal bovine serum을 

함유하고 여기에 glutamine (5.84 ㎍/㎖), amphotericin B (0.25 

㎍/㎖), penicillin (100 U/㎖)  streptomycin (100 U/㎖)을 첨

가하 다. 그리고 NaHCO3을 가하여 pH 7.4-7.6으로 조 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Nissui, Tokyo, 

Japan)으로 37℃, 5% CO2의 조건에서 배양하 으며, 2일에 1회

씩 subculture하여 세포주를 유지하 다.

 3) MTT assay

    세포 독성  LPS에 의한 세포사로부터 桑椹子가 세포를 보

호하는 효과를 검토하기 하여 Tada 등의 방법22)으로 측정하

다. 노란색의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 

ltetrazolium bromide (MTT) 용액은 살아 있는 세포에서는 

mitochondria의 succinyl dehydrogenase에 의해 비수용성인 보

라색의 formazan으로 환원된다. 이 formazan의 발색 정도를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함으로써 

桑椹子의 독성  세포보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내피세

포인 YPEN을 96 well plate에 3x104/well로 종하여 24시간 배

양하고 serum free 배지로 바꿔  후, 桑椹子 추출물을 농도별로 

가하여 1시간 처리한 다음 세포 독성을 측정하 다. YPEN을 

96 well plate에 1×104/well로 종하여 24시간 배양하여 桑椹子 

추출물을 1시간 처리하고 LPS를 최종 농도 1 ㎍/㎖이 되도록 

가하여 6시간 더 배양한 후 桑椹子의 세포 보호효과를 측정하

다. 측정시에는 배지를 제거하고 0.5 ㎎/㎖ MTT 용액을 세포에 

가하여 4시간 추가 배양하고 solublization 용액 (dimethyl 

sulfoxide:ethanol, 1:1)을 가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595 nm에서 

발색 정도를 측정하 다.

 4) 내피세포에서 ONOO-, NO  ․O2
-
 소거능 측정 

    YPEN 세포를 96-well plate에 3 x 104/well로 분주한 후 하

루 동안 배양한 다음 桑椹子 추출물을 농도 별로 처리하여 1시간 

배양한 후, LPS 1 ㎍/㎖을 처리하여 6시간 배양한 후 각 소거능

을 측정하 다. ONOO-
 소거능은 Kooy 등의 방법

23)
에 의해 측정

하 는데 96 well microplate의 배지를 제거하고 각 well당 free 

media 20 ㎕와 90 mM NaCl, 5 mM KCl  100 μM 

diethylenetriaminepenta acetic acid와 10 μM DHR 123을 함유

하는 sodium phosphate 완충액 (pH 7.4) 180 ㎕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한 후 여기 장 485 nm와 방출 장 535 nm에서 측정하 다. 

NO 소거능은 96 well microplate의 배지를 제거하고 각 well당 

free media 150 ㎕와 Dimethyl sulfoxide 550 ㎕에 DAF-2 1 mg

이 녹아 있는 것을 50 mM phosphate buffer (pH 7.4)로 1:400배

로 희석한 DAF-2 50 ㎕를 첨가한 후 여기 장 485 nm와 방출

장 535 nm에서 3분 간격으로 7회 측정하 다24). ․O2
-
 소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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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DA assay
25)

로 측정하 다. 96 well microplate의 배지를 제거

하고 각 well당 free media 200 ㎕와 50 mM phosphate buffer 

(pH 7.4)로 희석한 0.125 mM DCFDA 50 ㎕를 첨가한 후 여기

장 485 nm와 방출 장 535 nm에서 5분 간격으로 7회 측정하 다.

 5) Western blot analysis

    YPEN 세포를 100 π dish에 24시간 배양한 후 桑椹子 추출

물을 농도별로 1시간 처리하고 LPS를 최종 농도 1 ㎍/㎖이 되

도록 가하여 6시간 더 배양한 후 PBS로 세척하고 scraper로 모은 

YPEN 세포의 cytosol, nuclear 분획에서 단백질을 분리하여 염

증인자의 단백질 발 을 찰하 다. 동일량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로 분리시킨 후, nitrocellulose membrane에 단백질들을 이시

켜 주었다. 이 membrane을 분리한 후 5% skim milk로 단백질이 

결합하지 않은 부분에의 비특이  antibody 결합을 차단시키고 

각 타겟 단백질의 1차 antibody를 2시간 이상 처리하 다. 이 

membrane을 0.1% Tween 20을 함유한 TBST로 60분간 세척한 

다음 2차 antibody를 2시간 이상 반응시키고, TBST로 60분간 세

척한 다음 membrane에 ECL solution을 반응시켜 발생된 형 을 

X-ray film에 감 시켰다.

 6) 단백질 정량

    단백질의 정량은 Lowry 등의 방법26)과 Bradfor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정량하 다.

 7) 통계 처리

    실험 성 의 분석은 각 실험군 간의 평균치와 평균오차로 

표시하고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를 이용

하여 통계 처리하 다.

결    과

1. 桑椹子의 세포 독성 측정

    桑椹子를 농도별(2, 10, 50, 100, 200, 400, 800, 1000 ㎍/㎖)로 

처리하 을 때 각각의 농도에서 85.45, 85.23, 83.30, 84.65, 81.59, 

78.86, 76.09, 68.44%의 생존율을 나타내었다(Fig. 1).

Fig. 1. Cytoprotective effect of Mori Fructus in YPEN cells. Cells were 
exposed to Mori Fructus (2, 10, 50, 100, 200, 400, 800, 1000 ㎍/㎖). After 24 hr 

exposure the cell viability was evaluated by MTT assay. Each value is the 

mean±S.D. 

2. 桑椹子의 세포 보호 효과

    LPS 1 ㎍/㎖를 처리하 을 때 세포 생존율은 84.72% 으나, 

桑椹子 추출물을 2, 10, 50, 100, 200, 400, 800, 1000 ㎍/㎖로 처

리한 세포는 생존율이 각각 98.00, 100.21, 101.00, 106.89, 100.70, 

95.12, 95.27, 93.85%로 나타나 100 ㎍/㎖ 까지는 농도 의존 으

로 LPS에 의한 세포사가 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Fig. 2. Cytoprotective effect of Mori Fructus on LPS-induced by cell 

death in YPEN cells. Cells were exposed to LPS (1 ㎍/㎖) in the present and 
absence Mori Fructus (2, 10, 50, 100, 200, 400, 800, 1000 ㎍/㎖). After 6 hr 

exposure the cell viability was evaluated by MTT assay. Each value is the 

mean±S.D.

3. LPS 처리 내피세포에서 ONOO-, NO  ․O2
-
 생성에 미

치는 향 

    정상 내피세포의 ONOO-는 213.55±9.86 fluorescence/min

인데 비하여 LPS 처리에 의해 290.46±14.67 fluorescence/min으로 

생성이 증가되었으나 桑椹子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에 농도 의존

으로 감소되어 200 ㎍/㎖ 농도에서 248.32±11.23 fluorescence/min, 

800 ㎍/㎖ 농도에서 228.61±9.85 fluorescence/min으로 유의성 있

게 감소되었다(Fig. 3).

Fig. 3. Effect of Mori Fructus on LPS-induced ONOO- generation in 

YPEN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Mori Fructus 
for 1hr and then treated with LPS (1 ㎍/㎖) for 6hrs. Detection of intracellular 

ONOO- was done by fluorometry using DHR 123. Each value is the mean±S.D. 

a)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n-treated with LPS. b)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PS alone (* : p < 0.05, ** : p < 0.01).

    NO는 정상 세포에서 75.84±6.66 fluorescence/min 인데 비

하여 LPS 처리에 의해 123.65±9.99 fluorescence/min으로 생성이 

증가되었으나 桑椹子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에 농도 의존 으로 

감소되어 200 ㎍/㎖ 농도에서 101.22±7.56 fluorescence/min, 

800 ㎍/㎖ 농도에서 87.95±7.28 fluorescence/min으로 유의성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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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소되었다(Fig. 4).

Fig. 4. Effect of Mori Fructus on LPS-induced NO generation in 

YPEN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Mori Fructus 
for 1hr and then treated with LPS (1 ㎍/㎖) for 6hrs. Detection of intracellular NO 

was done by fluorometry using DAF-2. Each value is the mean±S.D. a)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n-treated with LPS. b)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PS alone (** 

: p < 0.01).

    ․O2
-는 정상 세포에서 118.55±9.74 fluorescence/min 인데 

비하여 LPS 처리에 의해 156.28±13.55 fluorescence/min으로 생성

이 증가되었으나 桑椹子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에 농도 의존 으로 

감소되어 800 ㎍/㎖ 농도에서 137.80±11.27 fluorescence/min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Fig. 5).

Fig. 5. Effect of Mori Fructus on LPS-induced ․O2
-
 generation in 

YPEN cells.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Mori Fructus 
for 1hr and then treated with LPS (1 ㎍/㎖) for 6hrs. Detection of intracellular ․

O2
-
 was done by fluorometry using DCFDA. Each value is the mean±S.D. a)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n-treated with LPS. b)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PS alone (* : p < 0.05, ** : p < 0.01).

4. LPS 처리 내피세포에서 핵내의 NF-κB 단백질 양에 미치

는 향

    桑椹子추출물이 ROS 감수성 사인자인 NF-κB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기 하여 핵내의 p50, p65 양을 조사하

다. NF-κB의 subunit인 p50, p65 핵내 양을 찰한 결과 LPS를 

처리한 조군에서 증가되었으나 桑椹子추출물을 처리하고 LPS

를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농도 의존 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Fig. 6).

5. LPS 처리 내피세포에서 염증 진 인자의 발 에 미치는 

향

    桑椹子 추출물이 염증 진인자인 COX-2, iNOS의 단백질 

발 양에 미치는 향을 찰한 결과 LPS를 처리한 조군에서 

증가되었으나, 桑椹子추출물을 처리하고 LPS를 처리한 실험군에

서는 농도 의존 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Fig. 7). 

A.                                B.

  

Fig. 6. Effect of Mori Fructus on LPS-induced NF-κB in YPEN cells. 
Western blot was performed to detect the NF-κB protein level in the nuclear 

fractions from YPEN. YPEN were pre-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Mori 

Fructus (2, 10, 50, 200, 800 ㎍/㎖) for 1hr and then treated with LPS (1 ㎍/㎖) 

for 6hrs. a)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n-treated with LPS. b)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PS alone (* : p < 0.05, ** : p < 0.01). A : p50 protein,  B : p65 

protein.

A.                                B.

  

Fig. 7. Effect of Mori Fructus on LPS-induced COX-2 and iNOS in 

YPEN cells. Western blot was performed to detect the COX-2 and iNOS protein 
level in the nuclear fractions from YPEN. YPEN were pre-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Mori Fructus (2, 10, 50, 200, 800 ㎍/㎖) for 1hr and then treated 

with LPS (1 ㎍/㎖) for 6hrs. a)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n-treated with LPS. 

b)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PS alone (** : p < 0.01). A : COX-2 protein, B : iNOS 

protein.

고    찰

    ONOO
-
는 염증, 감염 등과 같이 특정한 상태에서 량 생성

되어 강한 조직 괴력을 나타내므로 NO와 ․O2
-
보다 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지질, 단백질, 그리고 DNA의 산화와 

니트로화 과정을 통해  평활근 세포의 이완, 소  응집 

해  guanylate cyclase의 자극, tyrosine의 니트로화 외에도 

lysine, arginine, histidine 같은 아미노산의 변형, thiol, thioether 

뿐만 아니라 peptide, 단백질의 methionine 잔기 산화  지질과

산화의 유도에 의한 세포 독성 등에 여한다. 한 미토콘드리

아의 호흡 억제, 세포막 펌  억제, GSH의 고갈, ADP ribosyl 

transferase의 활성화로 인한 DNA 손상  세포 에 지 고갈, 

mitochondrial ATP synthase, aconitase 같은 세포질 효소의 

해를 일으켜 세포사를 유발한다고 한다7). 이러한 독성 작용으로 

인해 ONOO-
는 노화 과정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에 요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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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매우 산화력이 강한 내인성 독성물

질이다7,27-29)
. 

    생체 내에서 NO와 ․O2
-
가 동시에 발생하는 조건에서 라디

칼-라디칼 반응으로 쉽게 비라디칼인 ONOO
-
가 생성된다. 이 ․

O2-는 강력한 산화력을 나타내며 세포 구성 성분들을 변성시키

는데 그 기 으로 -SH기의 산화, 지질과산화, 방향족 아민의 니

트로화 등을 들 수 있다. 노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지속 으로 

일어남으로써 활성산소의 생성 증가와 iNOS 유도에 따른 NO의 

량 생성이 ONOO-
 생성을 더욱 증가시켜 세포  조직 손상을 

가져와 노화 과정을 진한다고 하 다
30)

. 

    桑椹子는 性味가 甘酸溫으로 補腎水 利五臟 安魂鎭神 聰耳

明目 生津止渴 利水消腫 解酒烏髮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15)
. 

그리고 <內經 素問>에 ‘天壽過度 氣脈常通 而腎氣有餘也’라고 

하여 長壽하는 것은 腎氣의 盛衰 否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

다. 腎은 先天之本으로 생장발육과 노쇠를 주 하므로 腎虛는 老

衰의 요원인이 되며 老化와 련된 증후가 발생한다31,32). 이에 

桑椹子가 老化 과정과 노인성 질환  여러 만성 질환들과 

한 계를 가지고 있는 ONOO
-를 제거하는 작용이 있는지를 검

토하고자 하 다.

    내피세포에서 桑椹子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농도 의존 으로 생존율이 하되었다. 한 LPS의 노출시간에 

따른 세포생존율은 감소하지만, 노출 6시간에서의 생존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LPS에 의한 세포사가 桑椹子추출

물에 의해 해된 것으로, 桑椹子추출물은 LPS에 의한 세포 독

성을 억제하여 세포사를 방어하는 세포 보호 작용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내피세포에 桑椹子추출물을 처리한 후 LPS를 주입하

여 활성산소  활성질소 생성계를 유도한 결과 ONOO- 생성에 

하여 농도 의존 으로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한 NO와 ․

O2
-
 생성에 한 실험에서도 桑椹子추출물은 농도 의존 으로 억

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桑椹子추출물이 ONOO
- 

생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인 활성산소와 활성질소에 

하여도 생성을 억제하므로 효과 으로 ONOO-
 제거  생성 

억제 활성을 나타낸다고 사료된다.

    NF-κB는 염증반응, 면역반응 등 다양한 유 자의 발 에 

여하는 사인자로 종양형성, 자가면역질환, 염증질환에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NF-κB는 세포질 속에 p50과 

p65의 heterodimer와 해 단백질인 I-κB와 함께 불활성형으로 

존재하다 활성 산소종, LPS, cytokine 같은 염증성 자극에 의해 

I-κB가 분해되면, NF-κB는 활성화 된 후 핵으로 이동하여 iNOS, 

COX-2 등의 염증반응을 유도하는 유 자 발 을 진시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33-35). 

    NF-κB 활성화에 미치는 향을 검토한 실험에서 LPS 처리로 

핵내의 p50, p65 단백질 량이 증가되었으나 桑椹子추출물의 처

리에 의해 농도 의존 으로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桑椹子추출물은 NF-κB의 활성화로 인한 여러 가지 염증성 단백질

의 발 을 억제하여 염증 과정을 조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COX-2는 뇌를 제외한 부분의 조직에서는 자극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지만 만성 염증 등과 같은 병태학 인 조건에서는 

고농도로 유리된다36)
. 그리고 성장인자와 mitogen에 유도되어 

지속 인 prostaglandins 분비를 통한 다양한 만성 염증 질환, 즉 

류머티스성 염, 궤양성 장염, Crohn's disease, 

helicobacter pylori 유도 염 등을 유발하며, 간경변 유발시 

 이완과  신생에도 여한다37,38)
. 

    iNOS는 L-arginine과 분자산소에 의한 NO의 생성 반응을 

매하는 효소로서, iNOS에 의해 일시 으로 량 생산되는 NO

는 외부로부터 세균, 비루스, 종양세포 등에 한 생체 방어 반응

을 담당한다. 그러나 iNOS의 과잉 유도가 지속될 경우 과량으로 

생성된 NO는 생체에 하여 장해 인자로 작용하여 유해한 결과

를 래한다. 그 표 인 가 패 성 shock나 cytokine 투여에 

의한 치료 항성의  확장과 심근 수축력의 하이다. 한 

국소 으로 iNOS의 과잉 발 이 여하고 있는 질환으로 만성 

염, 심근염, 사구체염,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과민성 장염 

등이 있다39).

    본 실험에서 LPS 처리에 의한 COX-2, iNOS 등의 염증 진 

단백질 발 이 桑椹子추출물 처리에 의해 농도 의존 으로 유

의성 있게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桑椹子는 ONOO-, 활성질소  활

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와 NF-κB 활성

화를 억제하여 여러 가지 염증성 단백질의 발 을 제어함으로써 

노화 과정  노인성 질환을 조 하는데 유효한 약재가 될 것으

로 사료된다.

결    론

    桑椹子가 내피세포에서 LPS에 의해 산화 스트 스를 

유도한 세포사에 하여 억제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ROS, 

NO, ONOO-
  염증성 단백질에 한 제거 효과가 있는지를 검

토하 다.

    桑椹子추출물은 LPS로 인한 세포사를 방지하여 세포 생존

율을 증가시키고, LPS에 의한 ROS, NO  ONOO-
의 생성을 유

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桑椹子추출물은 LPS 처리로 증가된 NF-κ

B (p50, p65)의 활성화를 억제하 고, 염증 진인자인 iNOS, 

COX-2의 발 도 억제하 다.

    이상의 결과로 桑椹子는 ROS, NO  ONOO-의 생성을 억

제하며, 염증 인자 단백질의 발 을 억제하여 염증  염증성 질

환의 조  약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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