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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antioxidant properties of polyphenol fractions of cranberry 
powder employing lipopolysaccharides (LPS)-stimulated RAW264.7 macrophage cells. Ethyl acetate fraction (EF) and 
methanol fraction (MF) of cranberry powder were prepared using a C18 Sep-Pak cartridge. When cells were treated 
with LPS for 20 h,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DNA damage significantly increased. In cells 
pre-treated with EF, MF, and total fraction (TF: combining EF and MF), significant reductions of intracellular ROS 
were observed. The tested fractions reduced LPS-induced DNA damage measured by Hoechst staining. In addition, 
LPS-induced DNA oxidation was attenuated when cells were pre-treated with TF and MF.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PS-induced superoxide dismutas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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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반응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물질이 체내

로 유입되었을 때 일어나는 생체 방어 반응으로 각종 조직세

포와 면역세포가 이 과정에서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하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염증 관련 세포에서 염증 매개 물질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이는 만성 염증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1,2). 특히 lipopolysaccharide(LPS)나 면역세포들이 분비

하는 사이토카인에 의하여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nuclear 

factor kappa B의 활성화로부터 이어지는 강한 염증반응을 

일으키며, 과도한 inflammatory cytokine, nitric oxide, 

prostaglandin E2를 생성함으로써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유

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또한 염증반응은 체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도 하는데, LPS로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염증성 물질뿐만 

아니라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과

잉 생성하여 염증반응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도 증가시

킨다(5).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세포 내의 항산

화 방어체계와 ROS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세포와 조직의 

단백질, 지질, DNA를 산화적으로 손상시켜 만성 염증성질

환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또한 

ROS는 단순한 산화적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세포 내의 

필수적인 2차 신호전달물질로써 특정 inflammatory cyto-

kine이나 염증반응의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5). 이것은 LPS나 tumor necrosis factor-α를 처리했을 

때 세포 내의 ROS가 증가하고, 항산화 물질을 처리하였을 

때 이러한 염증반응에 의한 세포자멸사가 감소하는 반응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염증반응으로 세포 내에서 발생

한 ROS가 단백질의 산화환원반응을 변화시킴으로써 산화

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도 확인되었다(1,5,6). 따라서 

ROS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제의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

를 감소시켜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7),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LPS로 

자극한 대식세포가 생성한 ROS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ROS

의 발생 또한 조절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억제

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8-10). 

크랜베리는 요로감염을 포함한 감염성 질환의 예방에 도

움을 주며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

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졌으며, anthocyanidin, 

proanthocyanidins, quercetin과 같은 항산화제를 많이 함

유하고 있어 높은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다(11-13). 

특히 크랜베리가 함유하고 있는 폴리페놀은 LPS로 자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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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fractionation. EF, ethyl acetate fraction; 
MF, methanolic fraction; TF, total fraction. 

대식세포와 단핵구에서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

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며(3,4,14), 그중에서도 proantho-

cyanidin은 다양한 종류의 균에서 분리한 LPS로 자극한 대

식세포에서 nitric oxide와 ROS 생성을 억제하여 크랜베리

가 염증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고했다(15). 반면 Kim 등(16)의 연구에서는 LPS를 처리

하고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동물 모델에서 크랜베리 분말의 

보충이 혈중 interleukin-1β는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만 

nitric oxide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크랜베리의 항염증 활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어 있으나 염증반응으로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억

제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LPS로 자극된 RAW264.7 macrophage cell line을 

이용하여 크랜베리 분말에서 분리한 폴리페놀 분획물의 산

화적 스트레스 및 DNA 손상 억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시료 제조

크랜베리 분말은 Kiantama Oy(Suomussalmi, Finland)

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폴리페놀 분획물은 

Lacombe 등(17)과 Kalt 등(18)의 방법을 변형하여 분리하

였다(Fig. 1). 크랜베리 분말 5 g을 취하여 50 mL의 증류수

에 녹인 후 5,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부를 

Whatman No. 1 여과지(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로 여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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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etate

를 흘려주어 phenolic acids를 함유한 ethyl acetate frac-

tion(EF)을 얻었으며, 0.01% HCl 메탄올 용액 6 mL를 흘려

주어 anthocyanin과 proanthocyanidin을 함유한 meth-

anolic fraction(MF)을 얻었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분획

물을 얻어낸 후 EF와 MF를 0.5 mL씩 취해 0.2 μm mem-

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igh performance liquid chro-

matography(HPLC) 분석에 사용하고, 나머지 분획물은 

speed vacuum concentrator(ScanSpeed 40, LaboGene 

Aps, Lynge, Denmark)를 이용하여 500 rpm, -110°C 

trap에서 건조한 후 -20°C에 보관하였다가 세포실험에 사

용하였다.

HPLC는 Nova-pak C18 column(3.9×300 mm, 4 µm, 

Waters Assoc.)과 diode array detector가 장착된 Waters 

2695 HPLC system(Waters Asso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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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으로 유지하였고 시료 주입량은 20 μL였으며, DAD 스

펙트럼에서 최대파장을 확인한 후 두 종류의 분획물을 모두 

360 nm와 520 nm에서 측정하였다. 

세포 배양 및 MTT assay

본 실험에 사용한 RAW264.7 세포는 DMEM(Gibco 

BRL, Grand Island, NY, USA)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5% 

fetal bovine serum(Gibco BRL)과 1% penicillin/ strep-

tomycin(Gibco BRL)을 첨가하여 37°C의 CO2 인큐베이터

에서 배양하였다. 세포가 80% 정도 증식하면 phosphate 

buffer saline(PBS, pH 7.4;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으로 씻어낸 후, scraper를 사용하여 계대배양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MTT assay는 Mosmann(19)의 

방법에 따라 배양한 RAW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각

각 5×104 cells/well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각 well의 배양액을 suction 하고, EF, MF, total frac-

tion(TF, EF+MF)을 0.1~1 mg/mL 농도로 녹인 무혈청 

DMEM-F12(Gibco BRL) 배지를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tetrazolium salt 3- 

(4,5-dimethyl-2-thiazol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Sigma-Aldrich Co.) 용액 10 μL와 무혈청 

DMEM-F12 배지 100 μL를 넣어 2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기존 배지를 제거하고 각 well에 dimethyl sulfoxide(DMSO; 

Sigma-Aldrich Co.)를 100 μL씩 넣고 20분간 상온에서 반

응시켰다. 반응시킨 96 well plate를 충분히 교반하고 mi-

croplate reader(Spectra Max 250,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독성은 대조군 세포를 100%로 하였을 때

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세포성장 억제율로 나타내었다. LPS

를 처리한 RAW264.7 세포의 독성은 위와 같은 MTT assay

를 이용하였고, EF, MF, TF를 1~20 μg/mL의 농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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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4시간 배양한 다음 0.1 μg/mL의 LPS를 주입하고 20

시간 배양하여 분석하였다.

Intracellular ROS 측정 

Black 96 well plate에 5×104 cells/well의 RAW264.7 

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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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μg/mL 2',7'-di-

chlorofluorescein diacetate(DCF-DA, Sigma-Aldrich 

Co.)를 배지에 첨가하여 인큐베이터에서 30분 동안 배양하

였다. 

배양 후 4°C의 PBS로 씻어낸 세포를 형광현미경(FSX 

100, Olympus, Tokyo, Japan)으로 관찰 및 촬영하고 fluo-

rescence microplate reader(FLUOstar Optima, BMG 

Labtechnologies, Offenburg, Germany)를 이용하여 ex-

citation 485 nm, emission 535 nm에서 ROS 생성량을 측

정하였다. Flow cytometry를 이용한 ROS 측정 실험은 

black 12 well plate에 2×105 cells/well의 RAW264.7 세

포를 분주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PBS(pH 

7.4)로 세척한 세포는 scraper를 이용하여 수확한 후 BD 

Accuri C6 flow cytometer(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를 이용하여 10,000개의 세포를 기준으로 FL-1

로 분석하였다.

DNA 손상 실험

2×105 cells/well의 RAW264.7 세포를 분주한 다음 위

와 같은 방법으로 배양하고, DMEM-F12로 세포를 씻어낸 

후 30분 동안 Hoechst 33258(5 µg/mL, Sigma-Aldrich 

Co.)을 넣어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고, 다시 DMEM-F12

로 Hoechst를 씻어낸 후 fluorescence microscope(FSX 

100, Olympus)로 DNA 손상 상태를 확인하였다. 단세포 전

기영동법(Comet assay)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포를 배양

하였으며, PBS로 세척한 세포는 scraper를 이용하여 수확

하였다. 수확한 1×105 cells/mL의 세포를 37°C의 0.5% 

low melting agarose와 1:10(v/v)의 비율로 혼합한 후 50 

µL를 취하여 comet slide(Trevigen, Gaithersburg, MD, 

USA)에 분주하고 4°C의 암소에서 10분간 응고시켰다. 그

리고 슬라이드를 4°C에서 30분간 comet lysis solution에 

담가 세포를 용해시킨 후, 상온에서 20분 동안 electro-

phoresis buffer(300 mM NaOH; 1 mM EDTA, pH 13)에 

담가 DNA를 unwinding 시켰다. 4°C의 전기영동 chamber

에 슬라이드를 넣고 21 V에서 30분 동안 전기영동 한 후, 

증류수와 70% ethanol로 5분씩 헹궜다. 슬라이드를 건조한 

후 100 µL의 SYBR Gold(0.5 µg/mL, Trevigen) 용액으로 

30분간 염색하고, 슬라이드를 증류수로 씻었다. 염색된 슬

라이드는 건조한 후 형광현미경(FSX100, IX71, Olympus)

으로 DNA 손상을 관찰하고, Comet Image Analysis Sys-

tem(version 5.5, Kinetic Imaging, Nottingham, UK)을 이

용하여 DNA 손상에 의한 comet 형성을 측정하였다.

SOD 활성 측정

SOD 활성은 SOD assay kit(Cayman Chemical Co., 

Ann Arbor, MI, USA)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Comet as-

say와 같은 방법으로 수확한 세포를 RIPA buffer로 lysis 

하였다. 세포 lysate를 96 well plate에 10 µL씩 분주한 후 

WST working solution을 200 µL 넣고 혼합한 다음 en-

zyme working solution을 20 µL를 첨가하여 37°C에서 20

분간 incubation 한 후 450 nm에서 ELISA reader를 이용

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 실험은 효소 대신 10 µL 

dilution buffer를 넣었으며, SOD 활성은 시료군과 대조군 

사이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SOD activity (%)＝(1－
시료군의 흡광도

)×100
대조군의 흡광도

통계분석

실험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program(version 12.0, 

SPSS,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test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크랜베리 분말 분획 성분

크랜베리 분말에서 분리한 EF와 MF를 HPLC-DAD의 

UV 스펙트럼으로 분석한 결과 EF와 MF는 각각 360 nm와 

520 nm에서 최대 피크를 보였고, 두 분획물을 각 파장으로 

분석한 크로마토그램은 Fig. 2에 나타냈다. EF는 520 nm 

파장에서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anthocya-

nin과 proanthocyanidin이 제거된 phenolic acid 분획이고, 

MF는 520 nm 파장에서 주요 피크가 모두 검출되어 antho-

cyanin과 proanthocyanidin을 함유하고 있는 분획임을 확

인했다. 이것은 C18 cartridge를 이용하여 크랜베리와 다른 

과일에서 폴리페놀 분획을 분리한 Kalt 등(18)과 Lacombe 

등(17)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였다. Lacombe 등(17)은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분리한 크랜베리를 포함한 12종의 

과일의 phenolic 성분을 280 nm(total phenolics), 320 

nm(hydroxycinnamates), 365 nm(flavonols), 520 nm 

(anthocyanins)에서 분석하였고, 크랜베리 폴리페놀 분획

의 최대 흡수 파장은 365 nm이며, 특히 trimer와 tetramer

와 같은 oligomer 형태의 프로안토시아니딘이 많이 함유되

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크랜베리가 an-

thocyanins, flavonols(quercetin-3-β-galactoside, quer-

cetin-3-rhamnopyranoside, myricetin-3-β-galacto-

side), proanthocyanidins(epicatechin, epicatechin-(4β

→8, 2β→O→7)-epicatechin, epicatechin-(4β→8)-epi-

catechin-(4β→8, 2β→O→7)-epicatechin, hydrox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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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PLC chromatograms of polyphenol fractions of cranberry powder. EF, ethyl acetate fraction; MF, methanolic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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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ell viability in RAW264.7 cells treated with polyphenol 
fractions of cranberry powder.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measurement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ncentrations differ significantly (P<0.05 
by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F, 
ethyl acetate fraction; MF, methanolic fraction; TF, total 
fraction.

namates를 주요 flavonoids로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

다(11-13). 본 연구에서는 크랜베리 분말에서 분리된 EF, 

MF, TF를 DMEM-F12 배지에 녹여 세포 실험에 사용하였다.

크랜베리 분말 분획의 세포독성

크랜베리 분말에서 분리한 분획물의 세포독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MTT assay를 수행하였으며(19), 세 가지 분획물 

모두 0.5 m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3, P>0.05). 또한 LPS를 처리한 세포로 

MTT assay를 수행하여 0.1 μg/mL의 농도에 의한 세포독

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세 가지 분획물을 1, 5, 10, 20 

μg/mL 농도로 처리한 RAW264.7 세포에 0.1 μg/mL의 

LPS를 사용하여 염증을 유발시키고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

인하였다. 

Intracellular ROS 

DCF-DA는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가고 세포막을 통과하

여 세포 내의 ROS와 반응하여 형광을 띠는 DCF를 생성한

다. LPS로 자극된 RAW264.7 세포에서 크랜베리 분획물이 

염증반응으로 증가되는 ROS를 저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자 세포 내의 DCF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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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DCF-DA로 염색한 세포를 분

석한 결과 처리한 LP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CF-DA로 

염색된 세포가 점차 증가하였다. Flow cytometry와 fluo-

rescence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 

μg/mL의 EF, MF, TF를 처리하고 0.1 μg/mL의 LPS로 자

극한 세포의 ROS 생성량은 LPS만 처리한 세포보다 유의적

으로 낮았고, 이것은 염증을 유발하지 않은 세포의 ROS 생

성 수준과 비슷한 정도였다(P<0.05). 

이러한 결과는 크랜베리 폴리페놀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

이 염증을 유발한 세포 내에서도 유효하며, 염증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ROS 생성을 감소시켜 과도한 염증반응을 감

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크랜베리에서 분리한 

proanthocyanidin 분획물이 균에서 분리한 세포벽과 LPS

로 자극한 대식세포의 세포독성을 감소시켰으며, 이것은 크

랜베리가 염증으로 인한 nitric oxide와 ROS 생성을 감소시

켜서 나타난 보호 효과일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15). 또한 Kim 등(8)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 추출물이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의 ROS를 포착하고 제거할 뿐만 아니라 tran-

scription factor의 발현을 조절하여 ROS 발생을 미연에 방

지함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고 하였다. 

DNA 손상

LPS로 자극된 RAW264.7 세포에서 크랜베리 분획물이 

염증반응으로 인한 DNA 손상을 저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자 세포 내의 DNA를 Hoechst 염색과 Comet assay로 분석

하였다(Fig. 5). 형광현미경으로 Hoechst로 염색한 세포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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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racellular ROS generation in LPS (0.1 μg/mL)-stimulated RAW264.7 cells pretreated with polyphenol fractions (20 μg/mL)
of cranberry powder.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measurement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above bars 
differ significantly at P<0.05 by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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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F, methanolic fraction.

의 형태를 확인하였을 때 LPS로 자극한 세포는 핵의 DNA 

응축과 분절이 많은 것으로 보아 염증 반응으로 인하여 DNA

가 손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0 μg/mL의 EF, MF, TF를 

처리하고 0.1 μg/mL의 LPS로 자극한 세포의 핵은 LPS만 

처리한 것보다 DNA 손상이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Comet assay는 DNA 손상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응용되는 기법으로 세포 수준에서의 DNA 

손상 정도를 민감하게 감지해낼 수 있으며, 염색된 DNA의 

head와 손상된 DNA가 전기영동으로 이동된 형태가 혜성의 

모습을 닮아 Comet assay라고 불린다. 따라서 DNA의 손상

도는 tail의 길이 및 양에 따라 결정된다(6). 50개 세포의 

DNA 손상도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tail moment로 나타

내며, olive tail moment는 tail에 존재하는 DNA의 양을 말

한다. LPS를 처리한 세포에서 Comet assay를 실시한 결과 

DNA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핵 모양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LPS를 처리한 세포는 DNA가 손상되어 파괴

된 DNA 조각이 전기영동에 의해 긴 꼬리를 가진 혜성 모양

을 형성하였다. 또한 Comet Image Analysis System을 이

용하여 DNA의 손상을 분석한 결과 LPS로 자극한 세포의 

olive tail moment와 tail length가 증가되었으며, TF와 MF 

분획물을 처리했을 때 세포의 DNA 손상이 감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an-

thocyanin과 proanthocyanidin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MF

가 염증반응에 의한 산화적 DNA 손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임을 나타내며, 블랙라즈베리에서 분리한 안토시아닌 분

획과 cyanidin-3-glucoside가 H2O2로 자극한 RAW264.7 

세포의 DNA 손상을 억제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20,21). 또한 Yen 등(22)은 허브 뿌리에서 분리한 

폴리페놀 분획이 sodium nitroprusside로 자극한 RAW 

264.7의 DNA 손상을 감소시켰으며, 이를 폴리페놀의 항산

화능과 nitric oxide 소거능에 의한 것으로 보고했다. 

SOD 활성

LPS로 자극한 RAW264.7 세포에서 크랜베리 분획물이 

염증반응으로 인한 항산화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세포 내의 SOD 활성을 분석하였고, LPS를 처리하지 

않은 세포의 SOD 활성(7.2±3.7 U/mg protein)보다 LPS를 

처리한 세포의 SOD의 활성(13.8±8.0 U/mg protein)이 증

가했다. 이 결과로 LPS로 인한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SOD 활성이 증가함을 확인했다. 하지만 20 μg/ 

mL의 EF, MF, TF를 처리하고 0.1 μg/mL의 LPS로 자극한 

세포의 SOD 활성은 각각 11.8±8.6, 14.6±8.4, 12.7±7.3 

U/mg protein으로 LPS만 처리한 세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Sangha(23)는 크랜베리에서 분리한 폴리페놀 분획이 

LPS(10~20 μg/mL)로 자극한 THP-1 세포의 산화적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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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tracellular DNA fragmentation (Hoechst, A) and DNA oxidation (comet assay, B) in LPS (0.1 μg/mL)-stimulated RAW264.7 
cells pretreated with polyphenol fractions (20 μg/mL) of cranberry powder.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hree 
measurement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above bars differ significantly at P<0.05 by one-wa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F, ethyl acetate fraction; MF, methanolic fraction; TF, total fraction.

트레스를 감소시켜 SOD 활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LPS(0.1 μg/mL)로 자극한 

RAW264.7 세포에 EF와 TF를 처리했을 때 세포 내의 ROS

는 감소했으나 SOD 활성의 유의적인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LPS를 처리한 db/db 동물에서 크랜

베리 건조물의 섭취가 간 조직액의 SOD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Kim 등(24)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크랜베리 함유 폴리페놀은 LPS

로 자극한 RAW264.7 세포에서 발생하는 ROS와 DNA 손상

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

를 배경으로 크랜베리가 염증반응으로 발생한 ROS에 의한 

단순한 산화적 손상뿐만 아니라 염증반응에서 신호 전달이

나 산화환원반응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LPS로 자극한 RAW264.7 세포를 이용하

여 크랜베리에서 분리한 폴리페놀 분획물의 항산화능을 분

석하는 것이었다. 크랜베리 분말의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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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과 메탄올 분획(MF)은 C18-Sep-Pak 카트리지를 사

용하여 분리했다. 20시간 동안 LPS로 자극한 RAW264.7 

세포는 활성산소종(ROS)과 DNA 손상이 유의하게 증가하

였으며, EF, MF 및 TF(EF+MF)로 전처리하고 LPS로 자극

한 RAW264.7 세포에서는 ROS와 DNA 손상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superoxide dismutase의 활성에는 차이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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