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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anti-asthma effects of Morus bark water
extracts. Inhibitory effect of Morus bark onto free radical generation was determined by measuring DPPH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 vitro. Anti-asthma activities of Morus bark water extracts were as-
sessed by testing their effects on the degranulation of mast cell. For this, β-hexosaminidase released from
a basophilic cell line, RBL-2H3 was used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were measured by ELISA kit.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water extracts of Morus bark was 59.2% in the DPPH assay at 2,000 μg/mL and 78.8%
in the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ssay at 2,000 μg/mL. Our results indicated that Morus bark water extracts
effectively inhibited free radical generation. Morus bark water extracts inhibited inflammation-mediating sub-
stances such as histamine and β-hexosaminidase release from RBL-2H3 cells. Cytokine release demonstrated
a more effective blockading ability of the Morus bark water extracts to the release of IL-4 and TNF-α compared
to control.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Morus bark may be beneficial in the treatment of allergic inflammatory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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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활환경 및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천식

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매년 20만 정도가 천

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천식은

전 연령층에서 성별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여러 보고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1,2). 천식은

비만세포 및 호염구 표면에 존재하는 IgE 수용체에 알레르

기원과 IgE 항체가 결합되어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등의 화

학매체를 분비시켜 기관지 평활근 수축, 기관지 내의 점액물

질을 증가시켜 기침, 호흡곤란, 천명 등의 증상을 나타내게

한다. 또한 염증성 cytokine TNF-α, IL-4, IL-13 등의 생성

을 증가시켜 조직손상과 기도 과민을 증가시켜 만성 염증

질환으로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염증반응을

일으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cytokine들 중 활성화

된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은 TNF-α, IL-1, IL-4,

IL-6, IL-8, IL-14 등이 있으며, 만성적인 알레르기성 염증을

보이는 천식이나 아토피 환자에게서 TNF-α, IL-4, IL-6,

IL-8의 농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7). 현재 천식의 치료법

은 흡입용 교감신경 자극제, 스테로이드제, 항콜린제, 항히

스타민제 등의 약물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고, 천식을 유발하

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는 환경요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천식의 병리학적 특성상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요구

되므로 약물에 대한 부작용 및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

로, 최근 각종 천연 소재로부터 생리활성 물질을 탐색하여

질병의 예방 및 개선을 가지는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9).

상백피(桑白皮, Morus bark, mulberry root bark)는 뽕나

무과에 속한 낙엽교목인 뽕나무속 식물의 근피로써 예로부

터 해열, 항경련, 항알레르기, 항염증 작용과 더불어 이뇨촉

진, 또한 보호, 혈당 강하 작용, 항암, 항균, 미백 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10-17). Ju 등(18)은 상백피

추출물이 인간 기관지 상피세포에서 기도점막의 염증을 유

발시키는 IL-8과 GM-CSF mRNA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

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등(19)은 상백피가 제1형 알레르기

천식 모델 흰쥐의 BALF 내 면역세포 및 혈청 IgE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BALF내 lymphocyte 수, CD4+/CD8+

비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혈청 IgE의 양은 수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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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억제되었으나 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o

등(20)의 연구에서는 LPS 유발에 의해 자극된 macro-

phage 264.7 cell에서 상백피 추출물이 IL-1β 및 TNF-α의

분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in vivo에서 histamine의 분

비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상백피

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작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식 발병

기작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비만세포에 대한 연구와 물 추

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백피 추출물의 생리활성을 측정

하기 위하여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hydroxyl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고, 천식과 관련된 항알레

르기 효능을 규명하기 위하여 DNP-IgE-HSA complex re-

action에 의해 감작된 RBL-2H3 mast cell에서의 β-hexo-

saminidase 분비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4와 TNF-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로서의 유용

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의 제조

상백피는 춘천시 소재 건재상에서 구입하였으며, 수세한

후 무게 당 10.7배 증류수를 가하여 60oC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3회 유효성분을 추출하였다. 이를 실온에서 방

냉하고 여과한 다음 감압농축기(SB-1000, EYELA, Tokyo,

Japan)로 농축하였고, 시료를 동결건조기(FD8508, IlShin,

Yangju, Korea)를 이용하여 -70oC에서 건조한 시료를 냉동

보관하면서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총 페놀 함량 측정

총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s phenol 시약을 이용한

비색법을 이용하였다(21). 증류수에 희석시킨 시료 200 μL

에 증류수 4.8 mL, 50% Folin-Ciocalteu's phenol 시약 500

μL를 넣고 3분간 방치시켰다. Na2CO3 포화용액 1 mL을 넣은

후 1시간 동안 방치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

준물질은 tannic acid(Sigma, St. Louis, MO, USA)를 이용

하여 작성한 표준 곡선으로부터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각 시료의 DPPH radical에 대

한 환원력을 측정하였다(22). 에탄올에 희석한 시료 600 μL

에 DPPH(Sigma) 200 μL를 첨가하여 암조건에서 30분간 반

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대조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를 비교하

여(1－시료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에 의하여 산

출하였다.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 측정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Chung 등의 방법을 응용하

여 측정하였다(23). 농도별로 희석한 각 시료 100 μL, 100

mM sodium phosphate(pH 7.4) 250 μL, 1 mM EDTA 100

μL, 36 mM deoxyribose 100 μL, 1 mM FeCl3․6H2O 100

μL, 1 mM L-ascorbic acid 100 μL, 10 mM H2O2 100 μL,

증류수 150 μL를 첨가하여 38°C water bath에서 1시간 방치

후 1% thiobarbituric acid 1 mL, 10% trichloroacetic acid

1 mL를 첨가하여 100°C에서 10분간 boiling 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1－시료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

도)×100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세포주 및 배양

RBL-2H3 세포는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FBS)과 1%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Dul-

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배지에서 37
o
C로

유지되는 5% CO2 조건하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율

배양이 끝난 세포의 생존율은 MTT(3-[4,5-dimethylthi-

azole-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Sigma) 환

원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4). RBL-2H3 세포를 96-

well plates에 1×106 cells/mL 농도로 100 μL씩 분주한 뒤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

이 첨가되지 않은 배지에 각 시료를 농도별(0, 100, 250, 500,

1,000, 2,000 μg/mL)로 제조한 후 세포에 처리하여 37
o
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DMEM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MTT 용액(5 mg/mL)을 가하고 37
o
C

에서 4시간 더 배양하여 MTT를 환원시켜 생성된 formazan

이 배지에 따라 나가지 않도록 배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였

다. 그런 다음 암조건에서 30분간 건조한 후 DMSO를 100

μL 분주하여 1시간 동안 혼합한 후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β-Hexosaminidase 측정

β-Hexosaminidase release assay는 Choi 등(24)의 방법

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24-well plates에 RBL-2H3 세포를

10% FBS와 DMEM 배지에 현탁시킨 후 24-well plate에

2×105 cells/mL 세포와 DNP-IgE(0.5 μg/mL)를 분주한 뒤

37oC, 5% CO2 incubator에서 12시간 배양하였다. 각 세포들

을 Siraganian buffer(119 mM NaCl, 5 mM KCl, 5.6 mM

glucose, 0.4 mM MgCl2, 25 mM PIPES, 1 mM CaCl2, 0.1%

BSA, pH 7.2)로 2회 세척한 다음 37oC, 5% CO2 incubator에

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FBS와 DMEM 배지에 각 시료를

농도별(0, 250, 500, 1,000 μg/mL)로 처리하여 37oC, 5% CO2

incubator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DNP-HSA(2 μg/

mL)을 가하여 37oC, 5% CO2 incubator에서 2시간 반응시키

고 ice bath에서 10분간 incubation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상층액 40 μL를 96-well plate에 옮기고 substrate buffer

(4-p-nitrophenyl-N-acetyl-β-D-glucosaminide 2 mM,

sodium citrate, 0.05 M, pH 4.5) 40 μL를 넣고 37
o
C에서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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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raction efficiency and content of total phenolics
of Morus bark water extracts

Sample

Extraction efficiency
Total phenolics

1)

(mg/g)Sample
weight (g)

Extract
weight (g)

Yield
(%)

Morus bark 30.0 2.0 6.5 35.2±0.1
1)
Results were represented as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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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Morus bark water extracts (MBW) 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esults are from three experiments
and are expressed as mean±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
p<0.05.

간 동안 배양시킨 다음 각 well 당 stop solution 20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키고 microplate reader(EL808 se-

ries, BioTek,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ytokine(IL-4, TNF-α) 분비능 측정

24-well plate에 2×105 cells/mL의 세포와 DNP-IgE(0.5

μg/mL)를 분주한 뒤 37
o
C, 5% CO2 배양기에서 12시간 배양

한 다음 새로운 DMEM 배지에 시료를 농도별(0, 250, 500,

1,000 μg/mL)로 희석시켜 세포에 처리하였다. 30분 동안 배

양한 후 DNP-HSA(10 μg/mL)를 가하여 37
o
C, 5% CO2

incubator에서 2시간 반응시키고 ice bath에서 10분간 incu-

bation 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배양이 끝난 상층액을 96-

well ELISA plate에 옮기고, IL-4와 TNF-α ELISA kit

(Bioscience,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IL-4와

TNF-α 농도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GraphPad In-

Stat Version 3.00(GraphPad, San Diego, CA, USA)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고, 각 농도

평균차의 통계적 유의성을 Tukey-Kramer multiple com-

parisons test에 의해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율 및 총 페놀 함량

상백피 물 추출물은 3회 반복 추출하여 얻은 평균 수율로

건시료 30 g을 추출하여 감압 농축하였고 동결 건조된 무게

를 측정한 결과 2.0 g(약 6.5%)을 얻었다. 상백피 물 추출물

은 35.2±0.1 mg/g의 총 페놀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

산물의 하나로서 분자 내 phenolic hydroxyl기가 효소 단백

질과 같은 거대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페놀

이 함량이 증가할수록 항돌연변이,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

및 항산화 작용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이 증가된다(25,

26). Heo 등(27)에 따르면 한국에 자생하는 약용 식물의 경

우 총 페놀 함량이 30 mg/g 이상이면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상백피의 경우

35.2 mg/g의 총 페놀 함량을 보이므로 강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상백피의 항산화 기능에 대한 연구

에서 꾸지뽕나무의 잎, 열매, 줄기 및 뿌리의 과산화 지질

함량과 여러 종의 뽕잎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 효과 등이 보

고되어 있다(28,29).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radical 소거활성의 측정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

다. 상백피 물 추출물의 250, 500, 1,000 및 2,000 μg/mL로

처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DPPH 소거활성이 증가되

었으며, 각각 35.3±1.2, 44.4±0.3, 51.9±1.1, 59.2±0.6%로

나타났다. 상백피의 항산화능에 대한 연구에서 Jee(17)는 상

백피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활성은 농도 의존적으

로 증가되었으며, 1000 μg/mL에서 열수 추출물은 65.8%,

에탄올 추출물은 87.0%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냈다

고 하여 상백피의 전자공여능이 우수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상백피의 총 페놀 함량이 높은데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

며, 페놀 화합물 함량이 높을수록 전자공여능 또한 높게 나

타난 것과 일치하였다. Kang 등(28)은 전자공여능이 페놀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지표라 하였으며, 환원력이 큰 물질일수

록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백피의 항산화 효과가 천식 등

항알레르기 치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 측정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fenton reaction에 의해 생

성된 hydroxyl radical을 deoxyribose를 분해하고 이때 생성

된 malonaldehyde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시료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게 된다(29).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백피 물 추출물의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250,

500, 1,000 및 2,000 μg/mL 농도에서 62.1±0.5, 73.0±0.6,
76.4±3.1, 78.8±2.0%로 나타나 농도 의존적으로 라디칼 소

거능이 증가하였다(p<0.05).

Kim과 Choi(30)는 BHT, ascorbic acid 및 오미자 추출물



1266 김정미․백종미․김현숙․최 면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MBW 
250

MBW 
500

MBW 
1000

MBW 
2000

Concentration  (μg/mL)

H
yd

ro
xy

l r
ad

ic
al

 s
ca

ve
ng

in
g 

ac
tiv

ity  .
(%

 o
f c

on
tro

l)

*
 *

 *

Fig. 2. Effect of Morus bark water extracts (MBW) on hy-
droxy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esults are from three ex-
periments and are expressed as mean±SE. Significant differ-
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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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Morus bark water extracts (MBW) on the
cell viability in RBL-2H3 cells. Results are from three experi-
ments and are expressed as me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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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Morus bark water extract (MBW) on β-
hexosaminidase release of anti-DNP IgE-primed RBL-2H3
cells that were stimμLated with DNP-HSA. Results are from
three experiments and are expressed as mean±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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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을 100, 250, 500, 1,000 μg/mL의 농도에서 hydroxyl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100 μg/mL 농도에서 오미자 추출물

(33.6%)은 ascorbic acid(59.3%)와 BHT(56.4%)보다 낮았으

나 농도가 증가된 1,000 μg/mL에서 오미자 추출물(72.1%)

은 ascorbic acid(79.4%)와 BHT(74.5%)의 결과만큼 높은

hydroxyl radical 소거능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상백피 물 추출물과 비교해 볼 때 천연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 만큼이나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가지므로 항산화능이

높다고 판단되어진다. 활성산소와 관련된 free radical이 염

증을 비롯해 많은 질병의 병인임이 추측되고 있으므로 항산

화 물질이 이러한 질병의 치료제로서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MTT assay를 이용한 세포 생존율 측정

RBL-2H3 세포에 대한 상백피 물 추출물의 정상세포 보

호 및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MTT assay를 수행하였

다(Fig. 3). 상백피 물 추출물을 농도별(0, 100, 250, 500, 1,000

및 2,000 μg/mL)로 처리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백피 물 추출물의 항히스타민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측정을 할 때 250, 500, 1,000 μg/mL의

농도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β-Hexosaminidase 분비량 측정

항원과 항체가 비만세포에 반응하면 세포 내에서 히스타

민, 프로스타글란딘 등의 과립물질이 세포외로 분비하게 되

는데, 항알레르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포외로 분비

된 과립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31). 본 연구

에서는 탈과립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β-hexosaminidase

효소의 분비를 측정함으로 상백피 물 추출물의 항알레르기

효과를 측정하였다(Fig. 4). RBL-2H3 세포에 상백피 물 추

출물을 0, 250, 500, 1,000 μg/mL로 처리했을 때 β-hexosa-

minidase 방출 억제능은 각각 42.2±13.1, 38.5±9.6, 41.1± 
2.1%로 무처리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

내었다(p<0.05).

Lee 등(32)은 상백피의 물 추출물로부터 항알레르기 활성

을 나타내는 고분자 물질을 분리하였고, 상백피 중의 항알레

르기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은 lignincarbohydrate complex

로 추정되며, positive control인 ketotifen과의 비교실험에서

72.7, 69.5%의 히스타민 유리억제 작용을 보였다고 하였다.

Lyu 등(33)은 창이자 추출물 1,000 μg/mL의 농도를 PMA로

자극된 RBL-2H3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65.1%의 분비 억제

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고, Lee 등(34)은 젖산균으로 발효시

키지 않았을 때 사자발쑥 추출물의 분비 억제능은 29.0%이

었으나 젖산균으로 발효시켰을 경우에는 활성이 2배로 늘어

난 46%의 분비 억제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히스타민은 혈관확장과 근육 수축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compound 48/80 처리 시 비만세

포에서 히스타민 분비가 촉진된다. Ye 등(35)은 무처리군에

비해 히스타민을 유도하는 compound 48/80을 처리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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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Morus bark water extracts (MBW) on IL-4
production from RBL-2H3 cells. Results are from three experi-
ments and are expressed as mean±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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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히스타민의 분비량이 증가하였으며, 뽕잎발효차의 열수

추출물을 100 μg/mL로 처리하였을 때 히스타민의 분비량이

21.0% 억제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상백피 물 추출물

의 억제율이 더 높은 결과를 얻었다.

상백피 물 추출물에 의한 IL-4 생성의 변화

활성화된 비만세포에 상백피 물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생성되는 IL-4의 양을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항원-항

체 반응을 적용시키지 않은 세포에서 IL-4는 0.4±0.1 pg/mL
분비되었으나 활성화된 세포인 대조군에서는 3.5±0.1 pg/
mL로 현저히 높은 양의 사이토카인이 분비되었다. 활성화

된 비만세포에 상백피 물 추출물을 10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에는 2.3±0.1 pg/mL 나타나 대조군과 비교하

였을 때 약 1.5배의 활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비만세포는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매개하는 중요한 세포이다(36). 비만세포가 활성화

되면 비만세포는 탈과립되고 또한 아라키돈산 대사물질과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이 분비된다(37).

IL-4는 B-세포를 활성화하여 IgE 항체를 생성하며, Th2 세

포의 분화를 촉진시키므로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이다. 정상인의 경우는 같은

알레르겐에 대해서 IFN-γ를 분비하는 Th1 세포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천식 환자의 기관지 생검, 아토피 환자의 피부

생검,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비점막에서는 IL-4, IL-5,

IL-9 등과 같은 Th2 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의 양상이

관찰된다(38). 본 연구 결과는 임상 이론과 같이 특이 알레르

겐에 의해 활성화된 세포에서는 IL-4 사이토카인이 증가되

었으나, 상백피 물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유의적으로 감소된 것을 통해 상백피 물 추출물에는

세포가 Th2 세포의 기능을 획득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항

천식 작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상백피 물 추출물에 의한 TNF-α 생성의 변화

상백피 물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생성되는 TNF-α의

생성량은 Fig. 6과 같다. 항원-항체 반응에 의하여 활성화된

비만세포에서 생성된 TNF-α는 15.3±1.0 pg/mL로 현저히

높은 양이 분비되었다. 그러나 상백피 물 추출물을 처리하였

을 때에는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었고, 추출물 농도별 250,

500, 1,000 μg/mL에서 각각 13.3±0.7, 8.0±1.0, 7.8±0.7 pg/
mL을 나타내었다.

TNF-α는 중요한 염증 매개 인자 중 하나로서 어떤 환경

에서든 생체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비만세포에서

TNF-α가 분비하게 되면 혈관내피세포의 점착분자의 발현

을 증가시켜 호산구 및 T 림프구의 표적기관으로의 유입을

촉진시키며, 화학 매체들의 생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39). 그러므로 항알레르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TNF-

α의 분비를 억제시켜야 하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상백피 물

추출물은 활성화된 비만세포에서 TNF-α 사이토카인의 생

성 억제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DNP-IgE

와 HSA로 활성화된 RBL-2H3 cell에서 상백피 물 추출물의

전처리는 천식과 관련된 지표를 억제하며, 천식 예방 및 개

선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Ye 등(35)은 뽕잎차 및 뽕잎발효차 열수 추출물의

처리 시 TNF-α을 억제시키지 못하거나 미미하였으나, 에탄

올 추출물에서는 각각 29.7, 47.9%로 TNF-α의 억제율이 높

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 등(39)은 상백피로 전처리한 후

LPS로 자극한 실험군에서는 모든 농도에서 TNF-α 억제

효과가 없었고, 일부 농도에서는 오히려 TNF-α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수용성 상백피 추출물이 비

자극 대식세포의 TNF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대조군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상백피는 자발적으로 대식

세포로부터 TNF 생산을 유도하거나 억제시키지 못하였다

고 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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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상백피의 기능성식품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

기 위하여 상백피 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in vitro에서

의 항천식 효과를 확인하였다. 항산화 측정 결과는 총 페놀

함량은 35.2 mg/g로 나타났으며, DPPH radical 소거능은

35.3～59.8%,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62.1～78.8% 범위

로 높은 항산화 효능을 나타내었다. DNP-IgE와 HSA로 활

성화된 RBL-2H3 세포에서의 항천식 효과는 농도가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β-hexosaminidase를 감소시켰으며, 염증

성 cytokine인 IL-4, TNF-α 사이토카인 분비량 또한 유의

적(p<0.05)으로 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상백피는 높은 항

산화력을 가지며, 항천식과 관련된 지표들을 유의적으로 감

소시킴으로써 천식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기능성 소재로서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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