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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Zizyphus jujuba fruits(ZJF), a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as various biological activities such as anti-inflammatory, 

anti-oxidative and neuro-protective effects. However, it is still unclear whether ZJF has any biological effect on anti-aging.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 of ZJF on lifespan and thermal stress in C. elegans. Methods and Results : ZJF water extracts were 

fermented for 7 days(F7-ZJF) and 14 days(F14-ZJF) by Laetiporus sulphureus to increase secondary metabolites such as aglycone 

of flavonoids and terpenoids. In the lifespan assay, ZJF water extracts and fermented ZJF were treated on the agar medium plate 

with age synchronized egg stage of C. elegans. Treatment of F7-ZJF-200 μg/mL with OP-50 E. coli and F14-ZJF-200 μg/mL with 

OP-50 E. coli significantly increased life span of C. elegans(N2) at thermal stress condition of 25oC. Moreover mRNA levels of 

lifespan associated HSP 16.1, HSP 70, and HSF-1 were increased at thermal stress condition of 25oC. However, in the equilibration 

temperature of 20oC after stress condition of 35oC for 2 hr, F-14-ZJF-200 μg/mL treatment decreased the levels of heat shock 

protein in hsp16.2/GFP C. elegans. Conclusions : Our study indicates that prolong role of fermented-ZJF in C. elegans is mediated 

by control HSP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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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명체의 노화에 관하여 세포를 매개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세포의 노화(senescence)가 개체의 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단지 염색체 

말단부분의 텔로미어(telomere:GGGTTA의 반복배열부분)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단축되고 한계에 도달하면 세포가 사멸한다고 

알려져 있다1). 노화연구를 위하여 초파리(Drosophila), 예쁜꼬마선

충(Caenorhabditis elegans), 마우스 등이 실험 동물로 널리 활용

되고 있으며, 특히 예쁜꼬마선충은(Caenorhabditis elegans) 20oC

에서 약 20일정도의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어 실험에 널리 활용되

고 있다. 최근에는 천연물을 이용하여 C. elegans 수명연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 천연물 중 curcumin, 녹차, 홍

차, 계피, blueberry 등의 항 항노화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다3).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406/acu.2014.31.4.036&domain=pdf&date_stamp=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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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등의 연구에 의하면 계피와 십전대보탕이 C. elegans 수명연

장에 유의적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활성기전은 heat shock 

protein의 증가와 daf-16 활성에 기인한 것을 밝혔다4). C. elegans

의 수명연장은 insulin signaling pathway인 daf-16(FoxO 

transcription factor)이 스트레스 저항과 노화조절에 관여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5). C. elegans의 HSF-1 또한 수명조절에 중요

한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amyloid beta peptide에 의해 생성된 

toxic oligomer를 rapid disaggregation 시키고, longevity의 

transcription factor로서 역할이 보고되고 있다6). 본 연구에서는 

한방에서 다빈도로 이용되고, 비위의 기를 보해주는 대조(大棗)의 

예쁜꼬마선충의 수명연장효과와 그 기전을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다. 

대조(大棗)는 갈매나무과(Rhamnaceae) 속하는 교목성 과수인 대

추나무의 열매를 말한다. 식물분류학적으로 중국계 대추(Zizyphus 

jujuba Miller., Chinese jujube)와 인도계 대추(Zizyphus mau-

ritiana L A M., Indian jujube) 등이 있으며, 대한약전에는 대추나

무 Zizyphus jujuba Miller var. inermis Rehder 또는 보은대추나

무 Zizyphus jujuba Miller var. hoonensis T. B. Lee의 잘 익은 

열매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7). 표면은 적갈색이며 타원형이고 길

이 2∼3 cm 지름 1∼2 cm로 쭈글쭈글하며 잔주름이 있고 광택이 

있다. 대추 잎은 호생하며 좁은 난형으로서 둔한 거치가 있고 기부

에서 3개의 큰 맥이 발달한다. 취산화서로서 2∼3개가 달리며 양성

으로서 꽃은 6월에 핀다8,9). 한의학적으로 대조는 甘, 溫하고 脾, 

胃經으로 들어가 補中益氣, 養血安神, 緩和藥性의 효능이 있고, 生

薑과 함께 자주 쓰이는데 生薑은 衛氣發汗을 일으키며 大棗는 補益

營血하게 하며 汗朮過多로 營이 傷하는 것을 방지하며 같이 사용할 

때 營衛를 조화하는 효능이 있다10). 대조의 이화학적 성분으로는 

pentacyclic triterpenoid 계의 betulinie acid, oleanolic acid, cra-

taegolic acid, alphitonic acid 등이 알려져 있으며, dammarane 

triterpenoid 성분인 zizyphuso saponin I, II, III과 jujuboside B 

등이 함유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조의 잎과 종자에는 rutin, swer-

tisin같은 flavonoids 성분과 amino acid와 당류, P, K, Mg, Fe, 

Mn, Al 등이 알려져 있다11). 대조의 약리활성으로는 항알러지, 진

정12), 항산화13), 항염14), 진해거담, 뇌신경세포 기능강화 작용15) 등

이 알려져 있으나, 항 노화 활성에 대한 구체적 연구자료는 검색되

지 않았다. 보은대추는 경산대추, 청도대추 등과 함께 지역특산물

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보은 지역은 속리산 청정지역의 깨끗

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 등의 좋은 자연조건을 가

지고 있어 열매가 크고 과육이 많으며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대추가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리활성을 가진 2차대사산물들의 인체 흡수를 

증강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대조추출물을 붉은 덕다리버섯(Lae-

tiporus sulphureus)으로 발효시켜 발효액을 얻었다. 발효하지 않

은 대조추출물과 대조추출물의 발효액의 수명연장효과를 예쁜꼬마

선충(C. elegans)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스트레스가 수명연장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열저항성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대조 붉은 덕다리버섯 발효액의 제조

실험에 사용한 대조는 충북보은군의 지역특산물로서 지역재배

농가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증거표본은(NBU- 

HP-S-016) 남부대학교 한방제약개발학과에 보관 중 이다. 대조를 

정제수로 세척하고 건조한 다음 분쇄한 후 분말을 100 mesh 체를 

이용하여 통과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분말 100 g을 정제수 

1L에 섞어주고, 붉은 덕다리버섯(Laetiporus sulphureus) CS0218 

(KFCC 11494Ｐ) 균주를 배양액에 첨가하였다. 여기에 탄소원으로 

포도당 4%와 펩톤 0.5%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배양은 5 L 발효

조를 이용하여 7일, 14일간, 37oC, pH 5∼7로 유지하며 배양하였

다. 배양 후 배양액을 원심 분리하여 배양균을 1차 제거하였다. 배

양균을 제거한 대조 발효물을 최종 70%(V/V) 에탄올 수용액이 되

도록 에탄올을 첨가하여 5시간씩 3회 환류 추출하고 냉침한 후, 

와트만(Whatman, No. 10)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이렇게 얻은 여

과액을 다시 0.25 μM의 여과기를 이용하여 최종여과하였다. 여과

된 추출액을 50oC 이하에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2. C. elegans N2 strain을 이용한 생명연장효과 

실험에 사용한 예쁜꼬마선충(C. elegans)은 야생형으로(Bristol 

N2, Caenorhabditis Genetics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MN, USA)조선대학교 조정훈 교수님으로 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Brenner(1974)의 방법16)에 따라 고체배지에 

OP50 균주를 배양하여 lawn을 만들고 그 위에 C. elegans를 3∼4

일 간격으로 옮겨주며 배양하였다. 동일한 연령의 개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Syncronized L1 stage의 예쁜 꼬마선충 100 마리 정도를 

NGM agar plate 옮겨서 72시간 동안 배양하여 L4 stage Lavae가 

되도록 하였다. 10마리의 adult worm을 약물이 처리된 6 cm 

plate와 약물이 처리되지 않은 plate에 각각 옮겨 3시간 정도 egg 

laying을 하고 plate에서 adult worm을 제거하였다. 이를 72시간 

후 adult가 된 worm을 새로운 plate로 옮겨서 dead wor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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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names
Sense primer sequence
Antisence primer sequence

act-1 5'-CCAGGAATTGCTGATCGTATGCAGAA-3'
5'-TGGAGAGGGAAGCGAGGATAGA-3'

Hsp-16.1 5'-GAGATATGGCTCAGATGGAACG-3'
5'-GCTTGAACTGCGAGACATTG-3'

Hsp-70 5'-CCAAAGGCTACTGCTTCGTC-3'
5'-GCTGATCTTTTCCGCAAGAC-3'

HSF-1 5'-TGCGTCTGTTCGTTAACCTG-3'
5'-ATGACTCCACTGTCCCAAGG-3'

Table 1. Primer Pairs for Quantitative Real Time PCR

count 하였다. Reproductive 기간 동안에는 매일 약물이 처리된 

새로운 배지로 옮겨주고, 그 다음부터는 매 3일째 새로운 배지로 

옮기며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생존여부는 직접 백금이로 조심스럽

게 접촉하여 반응이 없는 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실험은 정

상생육조건인 20oC와 thermal stress 생육조건인 25oC에서 실시

하였으며 대조군(약물무처치군)과, 대조추출물군(ZJF-200 μg/mL 

with OP-50 E. coli), 7일 발효한 대조추출물군(F7-ZJF-200 μg/ 

mL with OP-50 E. coli), 14일 발효한 대조추출물군(F14-ZJF-200 μ

g/mL with OP-50 E. coli) 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각 실험당 

2회 실시하였다. 

3. HSP-16.2/GFP 발현

N2 strain에서 생명연장효과가 나타난 7일 발효한 대조추출물

군(F7-ZJF-200 μg/mL with OP-50 E. coli)의 활성기전을 살펴

보기 위해 transgenic C. elegans CL2070 strain(HSP-16-2/GFP)

을 활용하여 heat shock protein발현 정도를 살펴보았다. 동일한 

연령의 개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Syncronized L1 stage의 예쁜 꼬

마선충 100마리 정도를 NGM agar plate 옮겨서 72시간 동안 배양

하여 L4 stage Lavae가 되도록 하였다. 10마리의 adult worm을 

약물이 처리된 6 cm plate와 약물이 처리되지 않은 plate에 각각 

옮겨 3시간정도 egg laying을 하고 plate에서 adult worm을 제거

하였다. 이를 62시간째에 heat shock 35oC에서 2시간 처리하고 

다시 normal 환경인 20oC에서 4시간 안정화 시킨 후 형광현미경

(BX 60-FL, Olympus, Tokyo, Japan)을 활용하여 발현 정도를 측

정하였다. 

4. Stress 저항성 관련 RNA 정량

N2 strain에서 생명연장효과가 나타난 7일 발효 대조추출물군

(F7-ZJF-200 μg/mL with OP-50 E. coli)의 활성기전을 살펴보

기 위해 열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정도를 RT-PCR 기기

(Thermal Cycler Dice Real Time System, Takara)를 활용하여 

Quantitative Real time PCR을 실시하였다. C. elegans의 actin 

homologue인 actin-3로 normalize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primer 쌍은 Table 1과 같다. 야생형 N2 C. elegans 의 동일한 

연령의 개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Syncronized L1 stage의 예쁜 꼬

마선충 100 마리 정도를 NGM agar plate 옮겨서 72시간 동안 

배양하여 L4 stage Lavae가 되도록 하였다. 10마리의 adult worm

을 약물이 처리된 6 cm plate와 약물이 처리되지 않은 plate에 

각각 옮겨 3시간정도 egg laying을 하고 plate에서 adult worm을 

제거하였다. 72시간 후 young adult가 된 worm을 Trizol(Invi-

trogen, Carlsbad, CA) 300 μL에 harvest하였다. 이를 액체질소에 

freeze- thaw를 2cycle 하였다. Total mRNA는 Rneasy plus mini 

kit (QIAGEN, Cat. 74134)를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PCR을 위하여 

primescript RT reagent kit(TaKaRa, Cat. RR037A)으로 cDNA 

만든 후 SYBR Premix Ex Taq II(TaKaRa, Cat. RR820B)으로 

qRT-PCR을 실시하였다. 

5.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생명연장실험은 약물처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Log- 

rank test를 실시하여 Chi-square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통계분석

용 프로그램은 SPSS 20.0과 prism 5.2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발효대조의 생명연장효과

야생형 N2 C. elegans(Caenorhabditis Genetics Center, Uni-

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MN, USA)를 활용하여 생명

연장효과를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20oC와 25oC에서 약물처

치한 그룹과 처치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egg에

서 adult가 된 worm을 새로운 plate로 옮기면서 dead worm을 

count 하였다. 실험결과 대조추출물(ZJF-200 μg/mL with OP-50 

E. coli)에서는 20oC와 25oC에서 모두 생명연장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조추출물 발효 7일액(F7-ZJF-200 μg/mL, agar plate 

with OP-50 E. coli)을 처리한 군은 20oC에서 배양한 군에서는 

생명연장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5oC로 스트레스를 유도한 상

황에서는 약물처리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명연

장 효과를 나타내었다. 대조추출물 발효 14일액(F14-ZJF-200 μ

g/mL with OP-50 E. coli)을 처리한 군은 20oC에서 배양한 군에

서는 생명연장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5oC로 스트레스를 유도

한 상황에서는 약물처리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www.kjacupuncture.org 221

붉은 덕다리버섯 발효 대조(大棗)의 예쁜꼬마선충 수명연장효과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Fig. 1. Effect of fermented Zizyphus 
jujuba fruits on life span in C. 
elegans.
 Age synchronized control(circles) 
or ZJF fed (quadrangles) worms were
seeded in agar medium at the egg 
stage. ZJF treatment began 72 h 
after seeding(day 1 of adult life) and
the fraction of animals alive was 
scored microscopically on the basis
of movement. A. F7 and F 14-ZJF-200
μg/mL significantly extend life 
span in wild type worms.

Fig. 2. Representative epifluorescence image of transgenic C. elegans
(CL 2070, hsp-16-2/GFP) fed with fermented F7-ZJF-200 μg/ml
with OP-50 E. coli.
CL2070 (hsp-16-2/ GFP) worms, grown at 20oC, wer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and F7-ZJF-200㎍/mL for 48 h starting at 
2 days of age. The worms were exposed to 35oC for 2 h and 
transferred to 20oC for 4 h to recover before fluorescence 
microscopy.

명연장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1). 

2. Small heat shock protein의 발현

붉은 덕다리버섯으로 발효한 대추의 노화억제와 생명연장효과를 

조절하는 특정 스트레스반응 유전자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hsp-16.2 발현 유도 reporter로서 GFP tagging 되어있는 trans-

genic C. elegans(CL2070)를 활용하였다. Fig. 2는 20oC에서 35oC

로 온도를 upshift 한 후 normal 환경인 20oC에서 4시간 안정화 시킨 

상태에서 hsp16.2/GFP C. elegans 의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

다. Thermal stress 유도 후에 hsp16.2/GFP C. elegans의 anterior 

nerve와 pharynx를 포함한 머리부분에서 GFP 형광을 관찰하였다. 

Heat shock의 유도에 의한 hsp-16.2의 발현은 붉은 덕다리버섯으로 

7일동안 발효한 대조추출물(F7-ZJF-200 μg/mL, agar plate with 

OP-50 E. coli) 투여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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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ve mRNA levels of hsp-70 C. elegans fed with 
fermented F7-ZJF-200 μg/mL with OP-50 E. coli.

Assay Strain Drug(μg/mL) p value Statistics

Life span N2 F7-200(25oC) 0.021 Log-rank test
F14-200(25oC) 0.023

sHSP CL-2070   F7-200 Decrease
qPCR hsp-70   F7-200 Decrease at 20oC

daf-16   F7-200 Increase at 25oC

Table 2. Summary

3. Stress 저항성 관련 RNA 분석

붉은 덕다리버섯으로 발효한 대추출물의 항노화 기전을 밝히기 

위하여 stress 저항성 관련 RNA를 Quantative RT PCR로 정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약물이 처리된 plate와 처리되지 않은 plate에 

egg에서 young adult가 될 때까지 72시간동안 배양한 후 RNA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heat shock protein인 hsp16_1과 

hsp-70의 경우 스트레스를 제공하지 않은 20oC에서 약물이 처리

된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스트레스를 제공한 25oC에서

는 HSF-1, hsp16_1과 hsp-70 모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Fig. 3). 

고    찰

C. elegans 수명연장에 관여하는 FOXO transcription factor인 

DAF-16은 DAF-2 insulin receptor 활성화에 의해 억제된다고 알

려져 있다. 이 기전은 스트레스반응, metabolism, lifespan을 포함

한 중요한 생리학적 기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HSF-1의 경우 뇌의 toxic oligomer인 amyloid beta를 효율적으로 

분해시키며 proteostasis를 제어하여 생명연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효대추액의 C. elegans 수명연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유의적활성효과를 관찰하였다. 발효하지 않

은 대조추출물의 경우 생명연장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발효 7

일째의 대조추출물이 유의적 활성을 나타내었다. 수명연장효과의 

활성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온도에 따른 수명연장효과 실험을 실시

하였으며, 25oC에서 활성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열스트레

스 저항성에 따른 HSP 관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FP가 도입되

어 있는 CL-2070 strain의 저항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발효대추액 

처리군에서 HSP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열 스트

레스 관련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살펴본 결과 heat shock protein

인 hsp16_1과 hsp-70의 경우 스트레스를 제공하지 않은 20oC에

서 약물이 처리된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스트레스를 제

공한 25oC에서는 HSF-1, hsp16_1과 hsp-70 모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발효대추산물이 HSF-1 과 관련하여 관

련하여 생명연장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thermal stress에 대

한 제어기전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Table 2). C. elegans의 

수명조절기전은 Insulin/IGF-1(IIS) signaling pathway로 잘 알려

져 있다. 그 기전은 Insulin/IGF-1(IIS) 대사과정 중 인슐린이나 인

슐린유사물질, 성장조절인자 등이 IGF-1 receptor인 daf-2 dimer

에 결합하면, 스트레스 저항성과 노화 조절의 중요한 인자인 daf-16 

(FoxO transcription factor)의 인산화를 유도하게 되고 nuclear 

translocation이 어렵게 된다. 이 결과로 전사활성이 억제되며 스트

레스저항성 감소, 산화적 손상 등에 의해 노화가 촉진된다. 따라서 

Insulin/IGF-1 signaling에 의한 daf-16의 negative regulation을 

조절 하기 위하여 IGF-1 antagonist 소재 발굴이 필요하며 이는 

노화 제어의 주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5). 그리고 Daf-16은 뇌의 

toxic oligomer의 active aggregation을 유도하여 낮은 독성의 

high-molecular-mass를 만들고 이들은 slow disaggregation통해 

독성을 저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HSF-1은 daf-16과 

함께 amyloid beta의 분해에 관여하여 proteostasis를 제어하고 

스트레스저항성 증대와 노화조절 가능할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6). 

노화에 따라 인체의 모든 장부에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노화에 따른 세포 간질의 콜라겐 감소가 피부노

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7) 세포내 소포체 스트레스

에 의한 이상단백질 축적이 노화에 관여한다는 연구도 있다3). 노화

에 따른 체력적인 변화로는 평형기능, 순발력, 산소섭취량 등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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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 때의 20∼60% 정도 감소하며18), 골관절의 프로테오글리칸

(proteoglycan) 성분인 황산 콘드로이친(chondroitin sulfate)의 

함량의 저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19). 

또한 IGF(insulin-like growth factor) 수용체의 감소로 근육감소

증(sarcopenia)의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신장의 경

우 노화에 따라 중량 감소와 사구체여과율(glomerular filtration 

rate, GFR)이 60 mL/분/1.73 m2 미만으로 기능이 쇠퇴한다. 이는 

안지오텐신2(angiotensin-II), TGF-β, AGE(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산화 스트레스 등과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그리고 폐활량의 감소와 산화 스트레스 등은 COPD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22). 소화기계에서는 장내세균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

는데 특히 비피도박테리움(bifidobacterium)은 노화에 의해 눈에 

띄게 감소한다23). 눈은 모양체근의 조절력장애로 인한 노안과 안구

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등 다양한 질환의 빈번이 발생한다24). 미각

은 미뢰(taste bud)의 수 감소와 기능저하에 따른 맛의 변화에 무뎌

지게 된다25). 후각은 후세포(olfactory cell)의 수용체의 기능이 감

소함으로써 노화에 이르게 된다26). 후각세포는 미각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각은 외이, 고막, 이소골(ossicles), 와우, 청신경으

로 전달되는데 노화에 따라 이 경로가 변성을 일으키면 청력저하, 

평형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11). 

항 노화와 생명연장에 기여하는 천연물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북보은 지역 특산물인 대조추출물과 

대조추출물의 붉은 덕다리버섯 발효산물의 항노화 활성을 C. 

elegans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7일과 14일 발효산물에서 유의적 

활성이 나타났으나 발효하지 않은 대조추출물은 생명연장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sHSP-16-2/GFP transgenic C. elegans를 활용

한 assay에서는 약물투여군이 HSP 발현의 감소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RNA 분석에서 hsp16.1과 hsp-70의 경우 thermal stress를 

제공하지 않은 20oC에서 약물이 처리된 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thermal stress를 제공한 25oC에서는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발효한 충북보은 대추가 생명연장에 유의적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thermal stress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추가 연구에서 daf-16 signal과 관련성 여부도 수행 

중에 있다. 

결    론

충북보은 지역 특산물인 대조추출물(ZJF)과 대조추출물의 붉은 

덕다리버섯 발효산물(F7-ZJF-200 μg/mL)의 항노화 활성을 C. 

elegans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N2 strain의 thermal stress 조건

에서 7일 발효산물인 F7-ZJF-200 μg/mL, 14일 발효산물인 F14- 

ZJF-200 μg/mL에서 유의적 생명연장효과 활성이 나타났다. 발효

하지 않은 대조추출물(ZJF)은 정상생육조건(20oC)와 열스트레스 

조건(25oC) 모두에서 생명연장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Thermal 

stress의 저항성을 기전을 sHSP-16-2/GFP transgenic C. elegans

로 실험하였으며 발효 7일 대추에서(F7-ZJF-200 μg/mL) 비투여

군에 비해 HSP 발현의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QPCR을 

활용한 RNA 분석에서 hsp16_1과 hsp-70의 경우 스트레스를 제

공하지 않은 20oC에서 약물이 처리된 군에서 감소하였으나, 스트

레스를 제공한 25oC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발효한 

충북보은 대추가 생명연장에 유의적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the-

rmal stress 저항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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