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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추출물의 항고혈압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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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50% ethanol extract of ripe black raspberry (Rubus occidentalis,
RBR) on hypertension in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s) and in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SHR).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inhibition and activation of nitric oxide production by endothelial nitric oxide
synthase were significantly regulated by RBR in HUVEC cells. Moreover, the SHR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blood pressure, ACE, renin, endothelin-1, and interleukin-6 than Wistar Kyoto rats (WKY). However, treatment with
captopril and RBR decreased the levels of these hypertension-related events in the SHR. The renal arteriole showed greater
media thickness/lumen diameter (%) in the SHR than in the WKY. However, media thickness/lumen diameter (%) was
reduced in SHR by treatment with captopril and RBR. In addition, the number of eosinophilic cardiac muscle cells was
decreased in the heart muscles after treatment with captopril and RB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50% ethanol
extract of RBR may be useful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pressure.

Keywords: black raspberry, blood pressure, renin-angiotensin system,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 line,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서 론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노령화 등

의 원인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

고 있다(1). 2012년 한국 통계청 사망원인 조사 결과 심장 질환

및 뇌혈관 질환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두 번째 사망원인으로

나타났으며 30대 한국인 남성의 3분의 1, 여성의 4분의 1, 60세

이상은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을 만큼 유병율이 높아

고혈압의 치료 및 예방이 더욱 더 중요시되어지고 있다(2-4).

혈압의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전인 renin-angio-

tensin system (RAS)은 혈관 수축뿐만 아니라 신장에서 나트륨을

재흡수 시킴으로써 혈압과 체액의 항상성을 유지시킨다고 알려

져 있다. 신장의 혈류 감소로 인해 수입세동맥압이 낮아지면서

평활근세포인 juxtaglomerular (JG)로부터 renin이 분비되며, 분비

된 renin은 혈중의 angiotensinogen을 angiotensinI (AngI)으로 변환

시키며, AngI은 다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에 의

해 강력한 혈관수축작용을 하는 angiotensinII (AngII)로 변환된다.

AngII는 결과적으로 AngII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그 작용이 나

타난다(5). AngII 수용체에는 크게 AngII type 1 receptor (AT1-R)

와 AngII type 2 receptor (AT2-R)가 존재하며 AT1-R의 경우 혈

관의 수축이나 심장의 비대, 알도스테론 분비와 나트륨 재흡수,

그리고 renin 분비의 억제 등 대부분의 작용을 매개하는 반면

AT2-R는 혈관의 이완작용에 관여하는 물질로 그 발현은 매우 적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 RAS 이외에도 다양한 인자들이 혈압

이 조절에 관여한다.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endothelin-1 (ET-1)

은 혈관의 수축과 심장비대를 유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6)

이와 반대로 nitric oxide (NO)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인자로 endot-

helial NO synthase (eNOS), inducible NOS (iNOS) 및 neuronal

NOS (nNOS)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또한 RAS

의 AngII와 ET-1 및 NO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ET-1의 유전자 발현은 AngII 및 NO의 활성도 저하에 의

해 촉진되며 AngII는 NO의 파괴를 촉진하여 내피세포의존성 혈

관확장을 억제한다(8-10).

고혈압의 치료제로 1960년대 최초의 ACE 억제제인 captopril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ACE 억제제가 변형되어 사용되어져 왔으나

ACE 비의존성 경로로 AngII가 생성됨이 밝혀지면서 이후 안지

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ngII receptor blocker, ARB)인 losartan이

개발되어 RAS에서 조금 더 원위부의 차단이 가능해졌고 현재 여

러 종류의 ARB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ACE 억제제나

ARB 역시 복용 시 마른기침, 혈관부종, 고칼륨혈증, 신장 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지고 있다(5). 때문에 부작용이 없

는 천연물 소재의 혈압강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어져 왔으며 그 예로 Kang 등(11)의 연구에서 홍삼에서 추출한

*Corresponding author: Tae-Bum Lee, Gochang Black Raspberry
Research Institute, Gochang, Jeonbuk 525-943, Korea
Tel: 82-63-560-5170
Fax: 82-63-563-6680
E-mail: tblee01@gbri.re.kr
Received Januray 16, 2014; revised March 19, 2014;
accepted March 19, 2014



376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6권 제 3호 (2014)

사포닌이 혈압 강하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발아현미의 γ-

aminobutyric acid (12), 감귤에서 추출한 bioflavonoids (13), 맹종

죽 줄기 추출물(2) 등의 혈압 강하 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보고

된 바 있다.

고창이 최대 생산지인 복분자(Rubus occidentalis)는(14) antho-

cyanins (cyanidin 3-sambubioside, cyanidin 3-glucoside, cyanidin

3-xylosylrutinoside, cyanidin 3-rutinoside, pelargonidin 3-rutino-

side), flavonoids (flavonols and favanols), tannins (proanthocyani-

dins, ellagitannins, gallotannins), stilbenoids (resveratrol), phenolic

acids 및 lignans와 같은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며 항염증효과, 항암활성효과, 및 항산화효과 등 다

양한 생리활성에 대한 효능이 알려져 있다(15-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제대정맥내피세포주인 human umbil-

ical vein endothelial cell line (HUVEC) 및 본태성 고혈압 동물

모델인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을 이용하여 혈압 조

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RAS의 활성 및 기타 고혈압

관련 인자들에 미치는 복분자 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세포주와 세포배양

복분자 추출물의 혈압 조절과 RAS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인간제대정맥내피세포주인 HUVEC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HUVEC cell line은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 받았으며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RPMI) medium에 56oC에서 30분간 열처

리된 fetal bovine serum (PAA, Etobicoke, ON, Canada) 10%와

항생제(penicilin/streptomycin, Lonza, Walkersville, MD, USA)

1%를 첨가하여 37oC, 습도 90%,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추출물 제조

복분자 추출물은 미숙과와 완숙과 중량의 10배 용량의 용매

(water, 25, 50, 75% 에탄올)를 첨가한 후 2시간 동안 환류추출장

치를 이용하여 물 추출의 경우 100oC, 에탄올 추출의 경우 80oC

로 2회 가열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여과하여 농축한 후 동결건조

(PVTFD10R, Ilsinbiobase, Dongducheon, Korea)하여 사용하였으며

추출 수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법(18)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복분자 미숙과와 완숙과를 에탄올 농도별(water, 25, 50, 75%)로

제조한 추출 분말 1 mg을 용매 1 mL에 용해시켜 Folin-Ciocalteau’s

시약 1 mL를 가하고 3분간 반응 후 10% Na2CO3 용액(w/v)

1 mL를 넣어 1시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UV/VIS spectrophoto-

meter (UV-2450, Shimadz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비색정량 하였다. Gallic acid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방법(19)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는데, 시료 1 mg을 용매 1 mL에 용해시키고 diethylene glycol 2

mL, 1 N-NaOH 0.02 mL를 가한 다음 37oC 항온수조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 (UV-2450, Shi-

madzu)를 사용하여 420 nm에서 비색정량 하였다. Rutin (Sigma-

Aldrich)을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구하여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세포독성실험(MTT assay)

배양이 끝난 세포의 생존율은 MTT [3-(4, 5-dimethylthiazole-2-

yl)-2, 5-diphenyl-tetrazolium bromide] 환원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MTT assay는 살아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succinic dehydrogenase에 의해 MTT tetrazolium이 formazan으로

환원되는 것을 이용하여, formazan의 농도를 흡광도 450 nm에서

측정함으로써 생존한 세포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HUVEC 세포는 96 well culture plate에 1×104 cells/mL 농도로

90 µL씩 분주 한 뒤 37oC,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이후 복분자 추출물들을 농도별로 제조하여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MTT assay는 cell viability

assay kit (EZ-Cytox, Dogen, Seoul, Korea)를 이용하였고, 모든

well에 MTT 용액 10 µL를 가해주고 다시 37oC, 5% CO2에서 4

시간 배양하여 MTT가 환원되도록 하여, 흡광도 측정을 위해 1

분 정도 부드럽게 shaking을 한 뒤 microplate reader (Synergy

HT, Bio-Tek,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HUVEC 세포를 60 mm dish에 6×105 cells/mL의 농도로 24시간

동안 배양 후 복분자 미숙과 및 완숙과 추출물을 처리하여 ACE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ACE 억제제

로 시판되어 사용되고 있는 captopril (Sigma-Aldrich)을 처리하였

다. 복분자 추출물과 captopril 처리 24시간 후 차가운 PBS로 dish

를 washing하고 lysis buffer를 dish에 뿌린 후 스크래퍼를 이용하

여 세포를 획득 하였다. 단백질 추출을 위해 30분 동안 5분에 한

번씩 voltex mixing을 하였고, 13,000 rpm으로 15분 동안 원심분

리한 후 상층액을 획득 하였다. Bradford 정량법을 이용하여 단

백질 정량을 시행하였고, SDS-page gel에 loading 하였다. Loading

을 마친 후 transfer turbo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

해 PVDF membrane (Bio-rad)에 단백질을 transfer 시킨 후 5%

blocking buffer (skim milk, Sigma-Aldrich)를 사용해 blocking 과

정을 진행하였다. Transfer된 membrane을 1×TBS-T로 washing 후

5% blocking buffer에 1차 antibody (ACE: Santa Cruz Biotech-

nology, Santa Cruz, CA, USA)를 희석하여 4oC에서 overnight 시

켰다. 다음날 1×TBS-T로 membrane을 washing 한 뒤 2차 anti-

body (Santa Cruz Biotechnology)를 4oC에서 1시간 반응 시켰다.

이를 다시 1×TBS-T로 washing 후 ECL western blotting sub-

strate (Promega, Madison, WI, USA)로 단백질의 발현정도를 확인

하였다.

NO production

HUVEC 세포를 12 well culture dish에 1×105 cells/mL의 농도

로 희석하여 분주하였다. 24시간 뒤 복분자 추출물 및 양성대조

군으로서 sodium nitroprusside (SNP)를 처리하였고, 처리 24시간

뒤 세포배양액을 획득하였다. 처리군의 세포 배양액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획득한 후 상층액 150 µL, griess reagent 시약 20

µL, 그리고 130 µL의 H2O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

다. 이후 반응물의 흡광도는 microplate reader (Bio-Tek)을 사용하

여 흡광도 548 nm에서 측정하였다.

실험동물의 사육환경 및 식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은 250±10 g인 특정병원체부재

(specific pathogen free, SPF) 상태의 수컷 10주령 SHR과 wi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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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to rats (WKY)을 중앙실험동물(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1주간 예비 사육기간을 거친 뒤 37oC heating chamber

내 보정틀에서 주 2회 혈압측정에 적응시킨 후, 고혈압이 발현된

수컷 SHR 35마리를 선별하여 체중을 기초로 ‘Z’자 식으로 군 분

리하였고, 주 1회 일정한 시간에 디지털 계량기를 사용하여 체중

을 측정하였다. 사료는 실험동물용 고형사료(Cargill Agri Purina,

Inc., Seongnam, Korea)와 필터 및 자외선 살균기로 여과 살균된

정제수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실험동물 사육실은 12시

간 간격으로 명암을 조절하였고, 온도는 22±2oC, 습도는 50±5%

를 유지하였다.

본 동물실험은 원광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허가(WKU12-

54)를 받아 시행하였다.

실험군의 구성 및 투여

실험군은 7마리를 한 군으로 하여 총 6개의 실험군으로 분류

하였다. SHR 중 수축기 혈압이 150 mmHg 이상으로 고혈압 유

발이 확인된 동물을 선별하여 5개 실험군으로 분리하고 WKY를

정상혈압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SHR 실험군은 고혈압대조군, 복분자 추출물 투여군, 양성대조

군으로 설정하였고, 복분자 추출물 투여군은 복분자 완숙과 에탄

올 50% 추출물 저농도군(125 mg/kg), 중농도군(250 mg/kg), 고농

도군(500 mg/kg)으로 나누었다. 양성대조군으로는 captopril (20

mg/kg)을 사용하였고, 각 투여물은 경구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8

주간 매일 일정한 시간대(AM. 10시)에 경구 투여하였으며, 고혈

압대조군에는 같은 양의 증류수를 투여하였다.

수축기 혈압 측정

실험기간 중 주 1회 수축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혈압 측정의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 실험동물을 혈압측정기(BP-2000 blood

pressure analysis system, rat platform 2-channel, Visitech Systems,

Apex, NC, USA)의 홀더에 보정한 후 37oC heating chamber에서

30분간 적응시켜 혈압을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실험동물의 혈액 채취 및 혈액분석

투여 8주 후 모든 실험동물을 12시간 동안 절식시키고 ether

마취 후 후대정맥에서 혈액을 얻었다. 혈액은 EDTA를 처리하여

4oC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장을 분리하였다.

혈장 ACE 활성 및 C-reactive protein 측정

ACE 활성(rat ACE ELISA kit, CUSABIO, Newark, DE,

USA)과 C-reactive protein (CRP, rat CRP ELISA kit, ALPCO,

Salem, NH, USA)의 측정은 rat에서 분리한 혈장을 이용해 흡광

도 450 nm에서 측정하였다.

RNA 분리

신장조직으로부터 RNA를 추출하기 위하여 실험동물의 신장

30 mg을 tri reagent (RNAiso PLUS, TAKARA, Otsu, Japan) 1

mL에 넣고, homogenizer로 균질화한 후 5분 동안 상온에 방치하

였다. 이후 chloroform 200 µL를 넣어 20초간 voltex mixing하였

고 15,000 rpm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새로운

튜브에 옮겼다. 상층액과 동량으로 isopropanol을 첨가한 후 10분

동안 방치하였다. 이를 다시 15,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RNA 침전물을 획득하였다. RNA 침전물을 0.1% diethyl

pyrocarbonate (DEPC)와 혼합한 70% 에탄올을 넣어 washing한 후

15,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에탄올을 제거한 후

수분 간 침전물을 건조시켜 0.1% DEPC water에 녹였다. RNA

농도(1 OD = 40 µg/mL)는 DUR730 spectrophotometer (Beckman,

Fullerton, CA, USA)를 이용하여 260 nm에서 측정하였다.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RT-PCR quanti-

fication)

First strand cDNA를 50 mM Tris-HCl (pH 8.3), 75 mM KCl,

3 mM MgCl2, 10 mM DTT (Invitrogen, Carlsbad, CA, USA),

1 U/µL RNasin (Invitrogen), 1 mM each dNTP, oligo(dT)20 100

ng과 MMLV reverse transcriptase (Invitrogen) 200U가 함유된 20

µL의 용액에서 총 RNA 2 µg으로부터 합성하였다. Real-time PCR

은 Fast Start DNA Master SYBR Green I kit (Roche, Man-

nheim, Germany)을 이용하여 Light Cycler 2.0에서 증폭하였다. 유

전자 분석에 primer (renin, AT1-R, ET-1, IL-6)를 사용하였고

primer sequence 및 PCR 조건은 Table 2과 같으며 유전자의 정량

분석은 Light Cycler Software 4.0 (Roche)을 이용하였다.

조직학적검사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적출된 조직의 일부를 10% 중성

formalin에 고정하고, paraffin으로 포매하여 4 µm 두께로 절편한

Table 1.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content and extraction yields of different ethanol extracts from black raspberry (unripe and

ripe)

Material Extraction Yield (%)
Total polyphenol content

(GAE/g)*
Total flavonoid content

(RE/g)**

UBR

 Water 5.10±0.44d  129.34±0.13d  33.34±0.25d

 25% Ethanol 6.96±0.35c  143.29±0.21c  36.51±0.11c

 50% Ethanol 6.35±0.71c  164.56±0.09b  44.43±0.67b

 75% Ethanol 6.30±0.55c  181.04±0.41a  51.43±0.81a

RBR

Water 9.00±0.35b 046.75±0.28h  17.31±0.42g

 25% Ethanol 10.31±0.45a0 059.40±0.36g  21.08±0.22f

 50% Ethanol 10.02±0.38a0 063.79±0.24f  21.69±0.41f

 75% Ethanol 8.66±0.42b 066.71±0.37e  24.92±0.38e

*Gallic acid (GAE) was used as a standard for measuring of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Rutin (RE) was used as a standard for measuring of the total flavonoid content.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n=3).
Different alphabets in each values show statistically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UBR; unripe black raspberry, RBR; ripe black raspberry



378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6권 제 3호 (2014)

후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 후 광학현미경으로 40배

또는 100배의 배율에서 관찰하였다.

병리조직학적 검사는 Nikon eclipse E200 (Nikon, Kanagawa,

Japan) 현미경을 이용하여 그룹 당 7마리씩 한 개체에 대하여 3

개의 조직 절편을 만들어 eosinophilic band (E.P)가 있는 변성된

심근세포를 관찰하였고 image analyzer (Focus technology, Ham-

burg, Germany)를 이용하여 그룹별 신세동맥의 혈관 내부 직경

(lumen diameter, µm)과 벽두께(media thickness, µm)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벽두께/직경 비율(media thickness/lumen) (%)

을 구하여 군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분석 자료는 평균±표준오차(mean±SE)로 나타내었으며 실

험결과는 SPSS 12.0K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

여 p<0.05 수준에서 통계처리 하였고 t-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HUVEC에서 복분자 추출물의 세포독성검사

복분자 미숙과와 완숙과 물 추출물 및 에탄올 25, 50, 75% 추

출물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HUVEC 세포를 이용하여 미

숙과 및 완숙과를 1-100 µg/mL까지 처리하여 24시간 후의 세포

독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복분자 추출물의 ACE 단백질 발현 억제 효과

복분자 추출물의 세포 내 ACE 단백질 발현 억제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인간제대정맥내피세포주인 HUVEC 세포를 이용하

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복분자 완숙과 및 미숙과 추출물을 추출

용매별(water, 25, 50, 75% 에탄올)로 100 µg/mL 처리하였을 때

복분자 완숙과 및 미숙과 모두 물 추출물 보다는 에탄올 50%와

75% 추출물에서 뛰어난 ACE 단백질 발현 억제능력을 보였다.

또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되어진 captopril의 경우 10 nM과 100

nM의 농도에서 높은 억제능력을 보였다(Fig. 1A). 산업적 이용가

치 등을 고려하여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을 100, 200,

400 µg/mL의 농도로 HUVEC 세포에 처리를 하였고 그 결과 처

리한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ACE 단백질 발현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Fig. 1B).

RAS에서 ACE는 AngI을 AngII로 전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효소이다(5). 최근에는 천연물에서 추

출한 단일물질의 ACE 활성억제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

행되고 있다.

Ojeda 등(20)은 delphinidin-3-O-sambubiosides 및 cyanidin-3-O-

sambubiosides와 같은 안토시아닌이 ACE 활성 억제작용을 한다

고 보고하였고, 이외에 폴리페놀의 대표물질인 kaempferol, quer-

cetin, myricetin이 ACE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21-23).

따라서 복분자의 ACE 억제 효과에는 복분자에 다량 함유되어있

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

어진다.

본 실험에서 복분자 미숙과 및 완숙과 모두 물 추출물 보다는

Fig. 1. Effect of black raspberry extracts (unripe and ripe) on expression of ACE protein and NO production.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n=3).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SNP; sodium nitroprus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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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추출물에서 ACE 단백질 억제효과가 뛰어났다. 이와 관

련하여 Song 등(24)은 감귤박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

리페놀 함량 및 항산화 활성 등을 비교하였고, 두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차이가 없었지만 열수추출물 보다는 에탄올추

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더 뛰어나며, 이는 항산화 활성에 관여하

는 폴리페놀이 에탄올 추출물에 더 많이 함유되어있기 때문이라

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결과 물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

에서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으

며(Table 2) 이러한 결과가 ACE 억제효과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

된다.

복분자 추출물의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

복분자 추출물이 혈관이완인자인 NO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HUVEC 세포를 이용하여 복분자 미숙과와 완숙과

물 추출물 및 에탄올 추출물(25, 50, 75% 에탄올)을 각각 200 µg/

mL의 농도로 처리를 하였고 그 결과 복분자 미숙과 추출물보다

완숙과 추출물에서 NO 증가 효과가 더 뛰어나게 나타났으며, 완

숙과 중에서도 물 추출물 보다 에탄올 추출물의 NO 증가 효과

가 더 뛰어나게 나타났다(Fig. 1C). 이 결과를 토대로 복분자 완

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을 농도별(100, 200, 400 µg/mL)로 처리

하였을 때 HUVEC 세포의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

으며 그 결과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을 100 µg/mL

처리 했을 때 2.3배, 200 µg/mL로 처리 한 경우 3.9배, 그리고

400 µg/mL의 농도로 처리 했을 때 6.2배 NO의 생성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되어진 SNP (20 µM)의 경

우 NO의 생성이 7.3배 증가되었다(Fig. 1D).

NO는 혈관평활근세포 내의 guanylate cyclase (GC)를 자극하여

3', 5'-cyclic guanosine monophosphate (cGMP)를 증가시킴으로서

혈관이완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25). 이와 유사한 결과로 Yoon

등(26)은 국내산 복분자를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NO의 생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국내산 복분자의 이러한 NO

의 생성은 eNOS의 활성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한 바 있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되어진 SNP는 oxyhemoglobin과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cyanide과 NO로 분리되며, 분리된 NO가 평활근의 GC를 자

극시켜 cGMP의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혈관이완을 야기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7).

체중변화

In vitro 실험 결과, ACE 단백질 발현 억제효과 및 NO의 생성

에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in vivo에서는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을 농

도별로 처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실험군에서 실험 전과 복분자 에탄올 50% 추출물 및

captopril 투여 8주 후 체중의 변화를 조사하였다(Table 3). 정상대

조군에 비하여 고혈압대조군 및 약물 투여군의 체중이 다소 낮

은 경향을 보였으며, 고혈압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복분자 에탄

올 50% 추출물 투여군과 양성대조군에서 체중의 유의적인 차이

는 보이지 않았다.

수축기혈압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이 본태성 고혈압 흰쥐의 혈

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험동물을 정상대조군, 고혈압

대조군,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 저농도 투여군(125

mg/kg), 중농도 투여군(250 mg/kg), 그리고 고농도 투여군(500 mg/

kg)과 양성대조군(captopril 20 mg/kg)으로 나누어 8주 동안 경구

복용시킨 후 혈압을 측정하였다(Table 4). 고혈압대조군은 실험

전과 후 일정하게 높은 혈압을 유지하였으며 투여 8주 후 복분

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 저농도 투여군(198.33±4.20 mmHg)

의 수축기 혈압은 미미한 효과를 보였지만, 중농도 투여군 및 고

농도 투여군의 수축기혈압은 각각 172.23±9.65 mmHg과 180.07±

7.61 mmHg로 고혈압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눈에 띄게 혈압이

감소되어 양성대조군(183.50±6.47 mmHg)의 혈압강하 효과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또한 각 군의 약물 투여 전과 후의 수축

기 혈압을 비교하였을 때,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의

경우 저농도 투여군은 투여 전 수축기 혈압보다 10.20±4.81 mmHg

상승하여 혈압 강하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중농도 투여군은

Table 3. Changes of body weight after treatment of different
concentration of RBR (50% EtOH) and captopril in SHR for 8

weeks

Group
Body weight (g)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WKY 336.18±3.29 423.13±5.35

SHR 295.36±7.16 356.40±7.78

SHR+RBR 125 295.46±6.71 349.73±9.92

SHR+RBR 250 288.50±4.53 0350.34±10.44

SHR+RBR 500 293.63±4.96 347.06±3.90

SHR+C 20 287.43±4.32 346.15±4.89

Data are presented as mean±SE (n=7).
RBR 125, RBR 125 mg/kg; RBR 250, RBR 250 mg/kg; RBR 500,
RBR 500 mg/kg; C 20, captopril 20 mg/kg

Table 2. PCR primers for real-time PCR

Gene Primer Length of PCR products

Renin
S 5'-TGCTAAAGGAGGAAGTGTTT-3'

104 bp
AS 5'-TGATGCTCACGTAGTGAAAG-3'

AT1-R
S 5'-CACCTATGTAAGATCGCTTC-3'

445 bp
AS 5'-GCACAATCGCCATAATTATCC-3'

ET-1
S 5'-GCCAAGCAGACAAAGAACTCCGAG-3'

248 bp
AS 5'-GCTCTGTAGTCAATGTGCTCGGTT-3'

IL-6
S 5'-CCCAACTTCCAATGCTCTCCTAATG-3'

141 bp
AS 5'-GCACACTAGGTTTGCCGAGTAGACC-3'

β-actin
S 5'-GGAAATCGTGCGTGACATTA-3'

152 bp
AS 5'-ATCGGAACCGCTCATT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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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12.36 mmHg, 고농도 투여군은 28.53±7.23 mmHg로 수축

기 혈압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이 혈압 강하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

되어지며, 이는 앞서 밝힌 세포실험의 결과와 부합되는 결과로

복분자 내에 함유하고 있는 cyanidin, kaempferol, quercetin,

myricetin 등의 생리활성물질의 작용(20-23)이 혈압 강하에 도움

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복분자 추출물의 ACE 저해활성

In vivo에서의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의 ACE 저해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8주 간의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

출물 투여 후 동물의 후대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다. 이후

EDTA를 처리하여 3,000 rpm, 15분 원심분리를 통해 획득한 혈

장을 이용하여 ACE의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Fig. 2). 그 결과

고혈압대조군은 정상혈압대조군에 비해 혈장의 ACE가 26.5% 증

가하였다.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을 125 mg/kg의 농

도로 투여한 저농도군은 고혈압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미미한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중농도군(250 mg/kg)과 고농도군(500 mg/kg)

은 고혈압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42.3% 및 30.4% ACE 활

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의 ACE 억제효과는 양성대조군으로서 ACE 억제제

로 작용하는 captopril (20 mg/kg) 투여군의 ACE 억제효과 보다

는 뛰어나지 않았으나, ACE의 활성을 정상수준으로 낮출 만큼

효과적이었다. ACE는 RAS의 핵심적인 효소로서 AngI을 AngII

로 전환시켜 혈관의 수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혈관을 이완시

키는 작용을 하는 bradykinin을 불활성 시킴으로서 혈압을 상승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Kim 등(28)의 연구에서는 SHR에

무청 건조분말을 4주간 투여한 후 폐와 신장 조직 및 혈청에서

ACE의 활성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무청 건조분말 투여군이 고

혈압대조군에 비해 폐 조직에서의 ACE 활성도가 현저히 감소되

었지만 신장 조직이나 혈청에서의 ACE 활성도는 변화가 없었다

고 보고하였다.

복분자 추출물의 Renin, AT1-R, ET-1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이 RAS의 renin과 AT1-R 및

ET-1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투여 8주 후

희생된 동물의 신장 조직에서 RNA를 추출하였고 이를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하여 확인하였다(Fig. 3). 그 결과

정상혈압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고혈압대조군의 renin 유전자 발

현이 68.7% 증가하였다.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 투

여군들의 경우 저농도 및 중농도 투여군의 renin 유전자 발현이

고혈압대조군 보다 눈에 띄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A). AT1-R의 유전자 발현은 정상대조군과 비교하여 고혈

압대조군이 63.1% 증가하였으며, 고혈압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 투여군들의 경우 AT1-R의 유

전자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

타내지는 않았다(Fig. 3B). Renin이나 AT1-R과 같은 RAS 관련

물질 이외에 ET-1 역시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혈압을 상승시키

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의 ET-

1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Fig. 3C에 나타내었다. 고혈압

대조군의 ET-1 유전자 발현이 정상대조군보다 36.2% 증가된 것

을 확인하였으며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 투여군 및

양성대조군 모두 ET-1 유전자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시켰다.

Renin은 RAS의 첫 단계의 물질로 혈류량이 감소하거나 신장에

서의 나트륨의 부하가 감소하는 등의 생리적 요인에 반응하여 분

비된다. Na 등(29)은 신장 동맥을 silver clip으로 조임으로써 고

혈압을 유발시킨 백서에게 배에서 추출한 pear phenolic com-

pounds를 2일에 1회 3주간 투여하였고 그 결과 혈장의 renin 농

도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얻어 배에서 추출된 phenolic

compounds가 혈압강하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AT1-R은

AngII와 결합함으로써 혈관의 수축이나 심장의 비대, 알도스테론

분비와 나트륨 재흡수, 그리고 renin 분비의 억제 등을 유발하여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항고

혈압제 중 ACE inhibitor 보다 그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ARB는 RAS의 AngII와 AT1-R의 결합을 억제시킴으로써 혈압의

상승을 억제시킨다(5).

본 실험에서 고혈압대조군의 AT1-R 유전자 발현이 유의적으

로 증가함으로써 고혈압과 AT1-R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그

러나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 투여 결과 AT1-R 유전

자 발현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복분자 완

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은 RAS의 AT1-R 보다는 renin 및 ACE

에 작용하여 혈압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ET-1

은 내피세포에서 생성되어 혈관의 수축과 심장비대를 유발시키

Table 4. Chang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after treatment of
different concentration of RBR (50% EtOH) and captopril in

SHR for 8 weeks

Group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Before
treatment

After
treatment

Variation of 
blood pressure

WKY 141.07±4.85c 136.93±2.60d 0-4.13±5.24bc

SHR 202.33±3.15a 0212.5±4.16a -10.17±4.49c

SHR+RBR 125 188.13±4.29b 198.33±4.20ab -10.20±4.81c

SHR+RBR 250 200.77±5.39a 172.23±9.65c -28.54±12.36a

SHR+RBR 500 208.60±3.02a 180.07±7.61c -28.53±7.23a

SHR+C 20 197.86±2.01ab 183.50±6.47bc -14.36±6.61ab

Data are presented as mean±SE (n=7).
Different alphabets in each values show statistically difference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Inhibitory effect of RBR extracts (50% EtOH) and

captopril on ACE activity in the plasma of the arterial blood of

SHR. Data are plotted as mean±SE (n=7).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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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질로, 심장 조직 내의 ET-1 수준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

고 있을 경우 현저히 증가한다(6). 또한 ET-1은 NO의 활성도가

저하됨으로서 생성이 촉진된다고 알려진 바 있다(9). 본 실험에

서 복분자 완숙과 추출물은 RAS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NO

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ET-1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키는 등 고

혈압 관련 인자를 조절함으로써 혈압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복분자 추출물이 염증관련 지표(IL-6, CRP)에 미치는 영향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이 고혈압과 관련된 염증지

표인 interleukin-6 (IL-6)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그 결과 고혈압대조군의 IL-6 유전자 발현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

을 투여한 군의 경우 저농도 투여군과 중농도 투여군에서 IL-6

유전자 발현이 눈에 띄게 감소되어 뛰어난 억제효과를 보였다.

고농도 투여군의 경우 IL-6 유전자 발현이 감소되긴 하였으나 그

억제 효과가 미미하였다(Fig. 3D). IL-6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혈관평활근세포의 증식을 매개한다. 또한 초기 고혈압에 의한 산

화 스트레스의 증가 및 AngII의 혈관평활근세포의 자극이 IL-6의

발현을 증가시킨다(30).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이 CRP의 생성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종료 후 얻은 혈장에서 CRP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군의 혈장 CRP의 농도에 차이가 없었

다(data not shown). CRP는 급성상반응(acute phase reactant) 단백

질 중의 하나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혈중 CRP 농도가 상

승한다고 알려져 있다(31). 그러나 Hong 등(32)은 SHR에서 ACE-

iRNA 투여 후 혈압의 변화, ACE, ET-1 및 CRP의 변화를 조사

하였고, 그 결과 혈압 과 ACE 및 ET-1의 단백질발현이 유의하

게 감소하였지만 CRP는 모든 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한 Bautista 등(30)은 고혈압환자의 IL-6와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및 CRP 간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 고혈

압환자에서 IL-6와 TNF-α는 증가하였지만 CRP에는 변화가 없었

음을 보고하였다.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이 본태성 고혈압 흰쥐의 신

세동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험 8주 후 실험동물을 희

생하여 신장조직을 적출하였고, 조직의 일부를 10% 중성 formalin

에 고정한 후 paraffin으로 포매하여 4 µm 두께로 절편한 후 H&E

염색을 하여 100배의 배율에서 관찰하였다(Fig. 4A). 그 결과 고

혈압대조군의 신세동맥의 혈관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눈에 띄게

좁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

출물 투여군 및 captopril을 처리한 양성대조군에서 혈관 벽의 두

께가 얇아짐이 관찰되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 신세동맥

의 혈관 내부직경(lumen diameter)과 벽두께(media thickness)를 측

정하였으며, 혈관의 직경 대비 벽두께(media thickness/lumen

diameter (%))를 구하였다(Fig. 4C). 그 결과 정상대조군의 경우

40±3.02%, 고혈압대조군의 경우 83.8±16.36%로 직경 대비 벽의

두께가 유의하게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 투여군은 저농도, 중농도 및 고농도 투여군

에서 각각 31.8±4.78, 32.2±5.09, 27.8±3.04%로 효과적으로 혈관

벽의 두께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Captopril을 사용한 양성대조

군은 33.5±2.40%로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 투여군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고혈압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심장

Fig. 3. Effects of RBR extracts (50% EtOH) and captopril on expression of renin (A), AT-1R (B), ET-1 (C) and IL-6 (D) mRNA in the
kidney tissue of SHR. Data shown in graphs are the mean±SE (n=7).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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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세포들의 변성을 확인한 결과 고혈압대조군에서 세포질에 강

한 호산성 염색 소견인 E.P가 있는 변성세포들이 눈에 띄게 발

견되었고(Fig. 4B) 변성세포 수를 계측한 결과 고혈압대조군이 정

상대조군에 비해 변성세포의 수가 현저히 증가된 것을 확인 하

였으며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 투여군 및 양성대조

군에서는 변성세포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Fig. 4D). 이러

한 결과로 복분자 추출물이 고혈압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심장

의 병변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Kang 등(33)

은 monocrotaline으로 유발된 고혈압 흰쥐에게 현삼단삼음을 4주

간 경구투여 하였고 그 결과 고혈압군보다 현삼단삼음 투여군의

폐동맥근의 비대가 감소되었으며, 호산성으로 염색된 심근세포의

수가 현저히 감소됨을 확인한 바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복분자 완숙과 50%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인

간제대정맥내피세포주(HUVEC)에서 복분자 추출물이 NO의 생성

에 미치는 영향과 ACE 단백질 발현을 조사하였으며, 본태성 고

혈압 흰쥐(SHR)에서 혈압강하 효과 및 혈압의 조절과 관련 깊은

인자들(renin, AT1-R, ET-1, IL-6)의 유전자 발현 그리고 혈관조직

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복분자 완숙과 50% 에탄올 추출

물은 HUVEC 세포주에서 NO의 생성을 촉진하였으며 혈관수축

활성을 가지는 ACE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였고 본태성 고혈압

흰쥐에게 복분자 완숙과 에탄올 50% 추출물을 8주간 투여한 결

과 혈액 내 ACE의 활성이 억제되었으며 renin 및 혈관 수축인자

인 ET-1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고 염증관련 유전자인 IL-6의 발

현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신세동맥의 두께 및 심근 호

산성세포수를 감소시켜 혈관내피세포의 손상을 보호하며 심장의

병변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복

분자 완숙과 추출물은 혈압 조절과 연관된 단백질 및 유전자의

발현과 활성을 조절하고, 혈관의 두께 및 심근의 변성을 감소시

켜 혈압 강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식품소재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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