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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logical compounds (caffeic acid, rosemarinic acid, and chlorogenic acid) from mulberry leaf extracts were
administered to mice in order to confirm their stability. All male and female mice survived upon a 4,000 mg/g
dose in an acute toxicity test, and they also survived after injection of 2,000 mg/kg for 13 weeks repeatedly.
Therefore, the level of toxicity was not high. In a comparison of the control and test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upon naked eye inspection, and the weights of stomachs infected by Helicobacter pylori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Regarding the effects on immune cells, NO of macrophages decreased more
than that of control when medicine was administered. The spleens of the female mice group proliferated slightly
in LPS and Con A within 48 hr, whereas the other test group showed a similar level and the cell toxicity of
natural killing cells decreased. Therefore, we concluded that caffeic acid, rosemarinic acid, and chlorogenic acid
from mulberry leaf extracts are not harmful for the treatment of infected patients the development as a healthy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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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Helicobacter pylori는 소화성 궤양과 만성 전정부 위염,

위암이나 점막연관 림프조직형 위림프종 등의 원인으로 알

려져 있으며(1,2),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H.

pylori를 위암의 제1군 발암인자로 규정한 이후 H. pylori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H. pylori 감염으로 유발되는

임상 표현형은 경미한 부증상 위염에서 위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H. pylori는 인위적으로 제균을 시도하지 않는 한

대부분에서 평생 감염이 지속된다(3,4). 1983년 Warren과

Marshall에 의해 처음으로 분리 동정된 나선형 몸통과 편모

를 가지고 있는 그람음성 세균인 H. pylori는 방어인자를

변경시켜 산을 생성함으로 위염과 위궤양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이 균의 박멸이 임상에서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며

(5), Hirayama 등(6)이 H. pylori에 대한 in vivo 실험결과를

보고하였다. in vivo 상태에서 H. pylori의 제균 방법은

bismuth(BIS) 제제, proton pump inhibitor(PPi), ranitidine

bismuth citrate(RBC) 등을 근간으로 하는 3중 요법과 BIS

를 근간으로 하는 3제 요법에 PPi를 추가하는 4중 요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7). 하지만 현재 시판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궤양 치료제가 위산 분비를 억제하거나 위점막을 보호하여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에 머무르고 있어 궤양

재발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 원인에 대하여 H.

pylori가 궤양관련 질병에 깊게 관여하며, 최근에는 이 균에

의한 위암에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다(1,2). 이와 같이 1983년

H. pylori가 보고된 후 지난 30여 년간 H. pylori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약제를 사용한 제균 방법이 어

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H. pylori에 대한 치료로 널리 시행되

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것에 따른 항생

제 내성을 갖는 새로운 균주가 나타나고 사용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저자는 특용작물 중 오디(8)와 청목노상 뽕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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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과 진달래꽃(10) 및 영실(11)에 H. pylori 억제물질이 존

재함을 보고하였고, 억제물질의 구조 분석과 in vitro 상태에

서의 항균력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12,13).

본 연구에서는 뽕잎으로부터 분리한 H. pylori 억제물질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산업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in vivo

실험에서 이들 유용성분의 일반 독성평가와 면역 독성평가

를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Helicobacter pylori 항균력 측정을 위한 시료 제조

실험재료는 뽕잎의 한 종류인 청목노상 뽕잎을 경북상주

소재의 잠사시험장에서 수확하여 추출물을 제조하고, Se-

phadex LH-20과 MCI gel CHP-20 등의 column chroma-

tography로 정제한 다음 Helicobacter pylori 억제효과가 뛰

어난 caffeic acid, rosamarinic acid, chlorogenic acid 등 3가

지 물질을 동정하여 동물실험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12).

Helicobacter pylori에 대한 in vitro 억제력 측정

실험재료인 청목노상 뽕잎으로부터 분리한 Helicobacter

pylori 억제물질(12)인 caffeic acid, rosamarinic acid,

chlorogenic acid를 1:1:1(w/w/w)로 혼합하여 이용하였으며

Helicobacter pylori 최적배지 plate(액체배지 50 mL당

special pepton 0.5 g, agar 0.75 g, NaCl 0.25 g, yeast extract

0.25 g, beef extract 0.2 g 및 pyruvic acid 0.025 g)에

Helicobacter pylori 균 100 μL를 분주하여 멸균 유리봉으로

도말한 다음, 멸균된 disc paper(Φ 8 mm)를 올리고 0.45 μm

membrane filter로 제균한 억제물질 혼합액(200 μg/100 μL)

을 흡수시키고, 대조구로는 멸균수를 흡수시킨 후 37
o
C의

미호기성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incubation한 다음, disc 주

위의 clear zone 생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독성검사 시험동물

사용된 실험동물은 8～12주령의 C57BL/6(SPF) 마우스

를 오리엔트바이오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로부터 구

입하여 사용하였고, 마우스는 실험 전 약 1주일간 순환시켰

으며 일반증상을 관찰하여 건강한 동물만을 시험에 이용하

였다. 시험기간 중 사육환경은 온도 23±3oC, 상대습도 55± 
15%, 조명시간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및 조도 150∼

300 Lux로 설정하여 사육하였고, 실험자들은 모두 고압증기

멸균(121
o
C, 20분)된 작업복, 두건, 마스크 및 장갑 등을 착용

하고 작업을 실시하였다.

시험물질의 투여

시험물질은 Cho 등(12)이 청목노상 뽕잎으로부터 H. pylori

억제 물질로 분리하여 보고한 caffeic acid, rosamarine acid,

chlorogenic acid을 냉장보관하며 경구투여 하였다. 투여직

전에 멸균한 증류수와 DMSO를 매체로 하여 시험물질을 조

제하였다. 매체 대조군의 동물에는 매체인 20% DMSO만을

투여하였다. 투여는 투여 전 하룻밤을 절식시킨 후 경구투여

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조제시험물질을 강제 경구투여 하였

다. 투여는 급성독성은 10일간, 만성독성은 13주 동안 같은

시간에 개체별로 투여하였으며, 투여를 시작한 첫날에 측정

된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투여액량을 계산하였다.

투여량 및 시험군의 구성

본 시험 물질들은 식물 추출물로 알려져 있으나, 혼합하여

사용되어진 예가 없어 투여액량은 150 μL/head로 고정하고

용량을 2000, 3000, 4000 mg/kg로 하여 매체를 투여하는 매

체 대조군만을 두었다. 단,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의약품등

의 독성시험기준’에는 한계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설정하여 투여하였다.

관찰 및 검사항목

일반증상 및 사망동물의 관찰은 투여 첫날은 투여 후 6시

간 후에 관찰하였고 다음 날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매일

3회씩 일반 증상 및 사망동물의 유무를 관찰하였다. 체중측

정은 시험에 사용된 모든 동물에 대하여 투여개시전과 투여

후 2 또는 3일 간격으로 급성독성은 10일간, 만성독성은 13

주 동안 측정하였다. 부검은 생존동물을 ether 마취 후 개복

하여 방혈치사 시킨 후 육안적으로 내부 장기를 관찰하였다.

NO의 생성도 측정

뽕잎으로부터 분리한 유용성분을 투여하고 20시간 후에

분리한 macrophage를 4, 20, 30, 40시간 동안 더 배양한 후,

상등액 100 μL만을 취하여 96 well plate에 옮긴 후 100 μL

Griess reagent를 넣고 10분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540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 Sodium

nitrite의 검량선으로부터 macrophage가 분비하는 nitric

oxide를 계산하였다.

대식세포의 탐식능 측정

뽕잎으로부터 분리한 유용성분이 대식세포의 탐식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zymosan particle 도입방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매체 대조군과 투

여군 쥐의 대식세포를 1×105 cells/well의 농도로 각각 넣고

zymosan을 5×106 particles/mL이 되도록 가한 후 NBT 0.6

mg/mL을 가하고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냉각된 N-ethyl-

maleimide의 생리식염수 용액으로 2회 세척한 후 생성된

formazan을 DMSO로 녹인 다음 ELISA reader로 540 nm에

서 phagocytic activity를 측정하였다.

LPS와 ConA에 의한 세포증식 측정

뽕잎으로부터 분리한 유용성분을 투여하고 20시간 후에

분리한 mice thymocyte를 96 well plate에 well 당 5×105개
의 세포로 넣고 10 μg/mL lipopolysaccharide(LPS)와 2.5

μg/mL concanavalin A(ConA)를 첨가하여 각각 lympho-

cyte의 증식력을 측정하였다. 전체 배양 부피는 200 μL로

하여, 37oC, 5% CO2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 후 각각 M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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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hibitory activity by purified inhibitory compounds
mixture (caffeic acid, rosamarinic acid and chlorogenic acid,
1:1:1 w/w/w) from Cheongmoknosang mulberry leaves against
Helicobacter pylori. A: phenolic contents 50 μg/100 μL, B: phe-
nolic contents 100 μg/100 μL, C: phenolic contents 150 μg/100 μL,
D: phenolic contents 200 μg/100 μL, E: control.

Table 1. The survival individuals by acute toxicity and 13
weeks repeated toxicity

Type
Dose
(mg/kg)

Sex
Individual
(a head)

Survive
(a head)

Acute
toxicity

Vehicle
Male
Female

5
5

5
5

2000
Male
Female

5
5

5
5

3000
Male
Female

5
5

5
5

4000
Male
Female

5
5

5
5

13 weeks
repeated
toxicity

Vehicle
Male
Female

6
6

6
6

2000
Male
Female

6
6

6
6

4000
mle
Female

6
6

6
0

를 가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YAC-1에 대한 NK cell 활성 측정

뽕잎으로부터 분리한 유용성분을 투여하고 20시간 후에

분리한 splenocyte를 96 well plate에 well 당 5×105개의 세포

를 넣고 effector cell로 이용하였다. Target cell로는 YAC-

1 세포를 이용하였으며 effector cell과 target cell의 비율을

50:1로 하여 함께 배양한 후 20시간 후에 MTT-assay를 실

시하였다. in vitro 방법은 뽕잎으로부터 분리한 유용성분을

100, 10, 1 μg/mL 농도로 처리하고, 암세포와 함께 20시간

배양하였다. 세포 증식을 알아보기 위해 MTT(2 μg/mL) 25

μL를 가하고 4시간 동안 더 배양한 후, 생성된 formazan을

DMSO로 녹이고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측정하였으

며, NK cell 활성은 Alive Yac-1/(Alive Yac-1＋Dead Yac-

1)×100으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Helicobacter pylori에 대한 in vitro 항균활성 측정

만성 위, 십이지장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Helicobacter pylori에 대해 저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12) 청목노상 뽕잎 정제물인 caffeic acid, rosamarinic acid

및 chlorogenic acid(1:1:1, w/w/w)의 혼합물은 Fig. 1과 같

이 200 μg/100 μL의 농도에서 clear zone을 형성하여 저해활

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위장 내에서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균인 Helicobacter pylori의 억제제로 산업화

에 적용시킬 수 있는 source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

어, 청목노상 뽕잎을 이용한 Helicobacter pylori에 대한 항

균제로써 활용하기 위한 전단계로 식품에 적용하기 위하여

동물 생체 내에서의 독성검사를 수행하였다.

뽕잎으로부터 분리한 Helicobacter pylori 억제물질에

대한 독성 평가

사망율 및 LD50값은 시험 물질 뽕잎에서 추출한 유용 성분

인 caffeic acid, rosamarinic acid와 chlorogenic acid의 혼합

물의 경구투여에 의한 독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C57BL/6 마

우스를 암수 각각의 용량에 5마리씩 10일간 같은 양을 경구

투여 하여 10일간의 사망률을 관찰한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시험물질에 의한 사망례는 암수의 대조군 및 고용량

4000 mg/kg 투여군에서 시험기간을 통하여 사망동물은 관

찰되지 않았으며, 암수동물에 대한 본 시험물질의 급성독성

에 대한 LD50값은 각각 4000 mg/kg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만성 독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13주 반복 독성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시험기간 동안 수컷에서는 대조군과 투여군

모두에서 사망동물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Table 1에서와 같

이 암컷의 약물 투여군에서는 투여량 4000 mg/kg의 투여군

에서 모두 사망함을 관찰하였으며, 사망 관찰시점은 시험

시작 4주에서 8주 사이로 사망동물을 확인하였다. 암컷 투여

군이 모두 사망한 이후에 13주 반복독성 평가에서는 암수

모두가 생존한 투여량 2000 mg/kg에서 약물을 투여하였으

며, 이후 암수 구분을 하지 않고 대조군 실험의 관찰을 수행

하였다.

일반증상

일반증상은 table화하기 어려워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으

나 급성독성 검사 시 수컷군의 투여 3일 후부터 피부의 털이

윤기가 떨어져 거칠어지는 현상 등 이상이 약간 발생되었으

나 이는 매체 시험물질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시험물

질들의 투여에 따른 이상소견이라기보다는 매체에 의한 증

상으로 보였으며, 암컷군에서는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

다. 13주 반복 독성검사에서도 수컷군의 시험물질 투여 3일

후부터 피부의 털에서 이상이 발생되었으나 이도 매체에 의

한 증상으로 보였으나, 시험물질 투여 6주가 지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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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body weight after an autopsy. (A) acute toxicity, (B) 13 weeks repeated 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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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internal organs weight after an autopsy. (A) liver, (B) kidney, (C) spleen, (D) 13 weeks repeated toxicity.

매체대조군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또한 시험물질 투여

군의 mouse들이 대조군보다 더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체중변화

암수의 모든 시험군에서 투여 기간 동안 2일 간격으로 각

농도별로 체중변화를 확인한 결과 급성독성 검사의 경우,

Fig. 2-A에서와 같이 10일 투여 후 암컷과 수컷 mouse 모두

투여 후 체중변화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13주 반복

독성검사의 경우, Fig. 2-B에서와 같이 대조군과 약물 투여

군 모두 체중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조군은 3.72

g 증가하였고, 약물투여군은 3.78 g 증가하였다. 두 그룹 간

에 체중변화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부검소견

급성독성 검사에서는 암수 mouse의 모든 시험군에서 육

안으로는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시험이 종료된 후

mouse의 부검을 실시한 후 장기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Fig.

3-A, B 및 C에서와 같이 장기 무게의 변화는 수컷이나 암컷

mouse 모두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다. 13주 반복 독성검사에

서도 부검 결과 수컷 mouse의 모든 시험군에서 육안으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부검 후 장기 무게를 측정한

결과 Fig. 3-D에서와 같이 신장(대조군: 1.72%, 약물투여군:

0.43%)과 간(대조군: 4.32, 약물투여군: 4.89%)의 무게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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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agocytic activity of macrophage.

소 차이가 있었다. 신장과 간은 세포 면역반응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는 장기이므로 몇 가지 중요한 면역반응 실험들

을 실시하였다.

NO의 생성도 측정

뽕잎 정제물이 LPS 처리에 의해 활성화된 대식세포로부

터의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약물을

농도별로 24시간 처리한 Raw 264.7 cell line, 그리고 급성독

성(10일), 만성독성(13주) 동안 경구투여로 사육한 마우스의

대식 세포로부터 생성되는 NO의 양을 Griess reagent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Raw 264.7 cell line에서의 NO의 생성은

급성독성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Fig. 4-

A) 13주 반복 독성의 경우 대조군(3.32 μM)에 비하여 약물

투여군(2.89 μM)에서 NO의 생성이 억제되었다(Fig. 4-B).

대식세포에서 생성되는 NO는 체내 방어기능 등 다양한 생

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NO의 생성은 박테리아나 종양을

제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NO의 형

성은 염증을 유발시키게 되며, 조직의 손상, 유전자 변이 및

신경 손상 등을 유발시키므로 NO의 적절한 억제로 인해 면

역증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4-16). 이로써 뽕잎 추출물

이 복강 대식세포의 NO생성을 억제시켜 면역증강 효과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식세포의 탐식능 측정

대식세포의 탐식능은 외부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먼

저 일어나는 선천적 면역 반응이다. 또한 항원을 처리하여

T 및 B 세포에 전달하는 과정에 탐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탐식 능은 대식세포의 항미생물 기능 및 항암기능의

기본적인 지표이다. 뽕잎에서 분리한 약물을 13주 동안 경구

투여로 사육하여 그 대식세포의 탐식능을 측정하였다. 대조

군(O.D=0.053)에 비해 약물 투여군(O.D=0.082)에서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이러한 결과는 뽕

잎에서 분리한 약물이 대식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판단된다.

LPS와 ConA에 의한 세포증식 측정

비장 T 세포는 항원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어 분열 및 분화

후 세포성 면역 반응 및 체액성 면역반응에 관여하게 된다.

따라서 T 세포의 증식능은 그 기능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

며 이에 대한 영향은 면역 독성의 중요지표로 사용될 수 있

다. T 세포의 활성을 증폭을 유도하기 위해 비장세포를 분리

하여 LPS 또는 ConA와 투여물질을 첨가한 후 24시간 배양

후에 세포증식을 측정한 결과, 급성독성 검사에서는 Fig.

6-A와 B에서와 같이 3000, 4000 mg/kg 투여한 암컷군에서

는 LPS와 Con A에 의해 세포가 약간 증식되었으나 나머지

군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13주 반복 독성검사

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72시간 동안 처리하여 세포증식을

측정한 결과 Fig. 6-C에서와 같이 LPS와 Con A 첨가 48시

간 후에 비장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72시간

처리 시 대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비장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뽕잎에서 분리한 약물은 면역독

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YAC-1에 대한 NK cell 활성 측정

뽕잎에서 분리한 약물을 농도별로 10일, 13주 동안 경구

투여로 섭취한 실험동물에서 비장 세포를 분리하여 NK 세

포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Fig. 7-A에서와 같이 대조군에 비

해 모든 군에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암컷 4,000 mg/

kg 군에서 감소하였다(대조군: 21.2%, 4,000 mg/kg 군: 11.4

%). 13주 반복 독성검사에서는 YAC-1 세포에 대한 NK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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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NK cell activity about YAC-1 cell. (A) acute toxicity, (B) 13 weeks repeated toxicity.

의 활성을 FACS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Fig. 7-B에서와

같이 시험물질 투여군에서 세포독성능이 감소된 것으로 확

인하였다. 따라서 뽕잎에서 분리한 약물은 세포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뽕잎에서 분리한 유효성분의 혼합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경구 투여하여 시험한 결과, 투여량 4000 mg/

kg에서 암수 mouse 모두가 생존하여 급성독성은 없을 것으

로 판단하였으며, 13주 반복 독성 시험에서도 투여량 2000

mg/kg에서 암수 mouse 모두가 생존하여 약물의 독성에 의

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육안으로는 대조군과 비

교 시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검 후 H. pylori 의 감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의 무게 역시 대조군과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없었다. 면역세포에 대한 영향은 약물 투여 시 매체

대조군에 비해 대식세포의 독성 물질인 NO의 생성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암컷군에서 48시간에서만이

LPS와 Con A에 의해 비장세포가 약간 증식되었을 뿐 다른

실험군에서는 대조구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자연

살해세포의 세포독성은 감소되었다. 뽕잎에서 분리한 유용

성분인 caffeic acid, rosemarinic acid와 chlorogenic acid가

H. pylori의 감염환자의 치료용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임상

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무런 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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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잎을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안전성 문

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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