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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hot water extract of Aronia fruits (AF-H) was examined. 
Pre-treatment with AF-H significantly inhibited production of nitric oxide (NO) and prostaglandin E-2 in a dose-depend-
ent manner i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The inhibitory effect of AF-H on LPS-in-
duced inflammation was also confirmed by down-regulation of inducible NO synthase as well as cyclooxygenase-2 
protein expression. Furthermore, treatment with AF-H significantly inhibited secret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tumor-necrosis factor-α and interleukin-6. Signal transduction pathway studies further indicated that AF-H inhibited 
LPS-induced activation of nuclear factor-κB, but not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Treatment with AF-H also parti-
ally protected against LPS-induced lethal shock in C57BL/6 mice, although its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F-H is a more promising nutraceutical or medicinal agent for inhibition of LPS-induced 
inflammation or inflammation-related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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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로니아(Aronia melanocarpa)는 black chokeberry로

도 불리는 장미과의 낙엽 관목으로 주로 북아메리카에서 자

생하며, 최근 국내에서도 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아로니

아 열매는 폴리페놀류,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및 탄닌과 

같은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안토시아닌 함량

은 다른 식물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아로니아 열매에 함유된 이러한 성분들은 대체로 항산화 효

과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아로니아 열매는 천연 

항산화제 성분이 많은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아로니아 열매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종양세포의 증식

을 억제하는 항암활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3), 아

로니아 열매의 폴리페놀은 면역세포에 대해 면역조절작용

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이외에도 아로니아 열매

는 항산화 활성과 관련되어 위궤양에 대한 보호활성과 혈당

조절 활성 등 실로 다양한 생리활성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하지만 아로니아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에 대해서

는 세균 내 독소에 의해 유발된 포도막염에 대한 억제 효과

만이 보고되어 있을 뿐(7) 면역세포의 염증반응에 대한 아로

니아 열매의 조절작용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염증은 외부 병원체나 항원 혹은 생체 내 자극물질에 대한 

생체 방어반응으로 cytokines, prostaglandin E2(PGE2), 

lysosomal enzymes, free radical 등 다양한 매개물질들이 

관여한다(8,9).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면역세포 중 하나인 대

식세포는 외부자극에 반응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키는데 tu-

mor necrosis factor-α(TNF-α), interleukin(IL)-6, IL-1

β와 같은 전염증성 cytokine을 생성한다. 또한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에 의해 생성되는 nitric oxide 

(NO)와 cyclooxygenase(COX-2)에 의해 생성되는 PGE2 

등의 염증유발인자들도 생성된다(9-13). 일반적인 iNOS에 

의한 NO 생성은 세균이나 종양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생성은 염증을 유발하여 조직의 손상, 유전자 변이,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 

한편 lipopolysaccharide(LPS) 자극에 의해 대식세포로

부터 분비되는 TNF-α는 대식세포와 호중구를 활성화시켜 

단백질 분해효소, 산화제, IL-1 및 IL-6의 분비를 촉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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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내피세포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부종과 항응고 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20).

본 연구에서는 아로니아의 항염증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

여 열수에 의해 추출한 아로니아 열매 추출물(AF-H)을 이

용하여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에 LPS를 처리

하여 유도한 염증반응에 대해 AF-H가 미치는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아로니아 열매 열수 추출물(AF-H)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한 아로니아 열매는 피노키오 농원(Yeong-

cheon, Korea)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아로니아 열매를 세척

하고 건조한 후 건조된 열매 50 g에 3차 증류수 500 mL를 

넣어 70~72°C에서 stirring 하면서 12시간 추출하였다. 추

출액을 여과(Whatman filter paper No.1, GE Healthcare, 

Leuven, Belgium)한 후 동결건조 하여 5.9 g의 분말을 얻었

다. 실험에 사용할 아로니아 열매 열수 추출물(AF-H)은 3

차 증류수로 100 mg/mL의 농도로 녹인 후 pore size 0.4 

mm의 filter로 여과한 후 -20°C에 보관하였다.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된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으

며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FBS)과 1% antibiot-

ics(peniciilin-streptomycin)을 첨가한 DMEM 배지를 이

용하여 37°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배양배지

는 세포가 80% 이상 자란 시점에서 2~3일마다 교환하였다.

동물실험

본 연구에 사용한 C57BL/6 마우스는 라온바이오(Yongin,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건양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규정에 따라 사육, 관리하며 실험에 사용하

였다.

세포독성 측정

RAW 264.7 세포에 대한 AF-H의 세포독성은 MTT법을 

이용한 cell viability assay를 통해 측정하였다. AF-H를 

0~500 μg/mL의 농도가 되도록 세포배양배지로 희석하여 

RAW 264.7 세포(5×104 cells/well)에 첨가하고 12시간 전

처리 하였다. 그 후 LPS(E. coli serotype 055:B5; 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1 μg/mL로 세포에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염증반응을 유도하였다. 배양 후 

MTT 용액(Sigma-Aldrich Co.)을 첨가하고 2시간 동안 

CO2 배양기 안에서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사용

하여 49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생존율은 대

조군에 대한 흡광도의 차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비교 분석하

였다.

NO, PGE2 및 cytokine 정량

RAW 264.7 세포를 LPS로 24시간 자극한 후 배양액 중

에 분비된 NO의 농도는 NO 정량키트(iNtRON Biotech-

nology, Seongnam, Kore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또한 

세포배양액 중에 분비된 PGE2 및 사이토카인은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kit(R&D Systems,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Western blot

iNOS와 COX-2의 세포 내 발현은 Western blot에 의해 

분석하였다. AF-H를 전처리 한 RAW 264.7 세포(1×106)

를 LPS(1 μg/mL)로 자극한 후 세포를 회수하여 RIPA buf-

fer(protease and phosphatase inhibitor cocktail; Ther-

mo Scientific, Waltham, MA, USA)로 4°C에서 30분간 처

리하였다. LPS 자극은 iNOS 및 COX-2 분석에는 6시간,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MAPK)와 nuclear 

factor-κB(NF-κB) 분석에는 15분간 수행하였다. 원심분

리 한 후 상층액을 얻고 BCA protein assay(Sigma-Aldrich 

Co.)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그 후 10% SDS- 

PAGE(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

trophoresis) gel에 각 lane당 30 μg의 세포 단백질을 넣어 

전기영동 하고, gel 내의 단백질을 PVDF 막(polyvinyli-

dene difluoride membrane; Bio-Rad, Hercules, CA, USA)

에 transfer 하였다. PVDF 막을 5% skim milk(Sigma- 

Aldrich Co.) 용액으로 blocking 하고, IκB, p38, extracel-

lular signal-regulated kinase(ERK), c-Jun-N-terminal 

kinase(JNK), phosphorylated IκB(p-IκB), phosphory-

lated p38(p-p38), phosphorylated ERK(p-ERK), phos-

phorylated JNK(p-JNK) 각각에 대한 항체(R&D Systems)

를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각 항체에 대한 2차 

항체인 horseradish peroxidase(HRP)-conjugated anti-

body(R&D Systems)를 반응시킨 후 ECL kit을 이용하여 

각 band를 발현시켜 관찰하였다. 각 band의 발현은 densi-

t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LPS에 의한 in vivo 패혈증 실험

급성염증반응 모델로서 LPS 투여에 의한 마우스 패혈증 

모델을 이용하여, AF-H의 in vivo 항염증 활성을 측정하였

다. 패혈증은 C57BL/6 마우스(7주령, 암컷)에 LPS를 치사

량인 20 mg/kg으로 정맥주사 하여 유도하였고, 12시간 간

격으로 생존율을 관찰하였다. AF-H는 LPS를 투여하기 48

시간, 24시간 그리고 4시간 전에 마우스당 1 혹은 2 mg씩 

경구투여 하였다. AF-H에 의한 패혈증 억제 효과는 LPS 

투여 후 60시간까지의 생존율을 비교하여 판정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실험결과의 통계분석은 Student's 

two-tailed t test에 의해 대조군에 대한 통계학적 유의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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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ytoxicity of AF-H (hot water extract of Aronia fruits)
in RAW 264.7 macrophages. RAW 264.7 cells (5×104/well)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doses of AF-H for 12 h prior
to 24 h incubation with LPS (1 μg/mL). Cytotoxicity of the
cells was measured by MT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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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ory effect of AF-H on NO and PGE2 production from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The level of NO and PGE2
was determined by NO detection kit and ELISA kit respectively. *P<0.05, **P<0.01, ***P<0.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by
Student's two-tailed t test.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AF-H의 세포독성

AF-H의 RAW 264.7 세포에 대한 독성을 MTT법에 의해 

측정한 결과 AF-H는 0~500 μg/mL의 농도까지 RAW 

264.7 세포에 대해 세포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1). 이후의 실험은 AF-H의 안전한 농도인 500 

μg/mL 이하에서 수행하였다.

AF-H의 NO 및 PGE2 생성 억제

AF-H의 항염증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LPS로 자

극한 RAW 264.7 세포에 있어서 AF-H 처리가 대표적인 

염증매개인자인 NO와 PGE2 분비를 억제하는가를 조사하

였다. 그 결과 AF-H를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안전한 

농도에서 처리한 경우 LPS 자극에 의해 유발된 NO 및 

PGE2의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억제하였다(Fig. 

2). 또한 LPS 자극에 의해 NO와 PGE2가 생성될 때에 이들 

염증매개인자를 생합성하는 효소인 iNOS와 COX-2의 세포 

내 발현을 Western blot에 의해 조사한 결과, AF-H(100 

μg/mL) 처리에 의해 이들 생합성 효소의 발현이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 이 결과로부터 AF-H에 

의한 NO 및 PGE2 생성 억제효과는 iNOS와 COX-2의 발현

억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TNF-α 및 IL-6 측정  

대식세포가 LPS 자극에 의해 염증을 유발할 때에 TNF-α 

및 IL-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이들 사이

토카인은 염증반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AF-H 처리가 이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를 억제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AF-H는 적어도 4 

μg/mL의 농도로부터 처리 농도에 의존하여 이들 사이토카

인의 생성을 유의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어(Fig. 4),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에 있어서 높은 억제활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과 Fig. 4의 결과로부터 AF-H는 

NO, PGE2, TNF-α, IL-6와 같은 염증매개인자의 생성을 

억제하여 항염증 활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MAPK 및 NF-κB 억제활성

MAPK는 세포의 성장, 분열, 스트레스나 사이토카인에 

의한 세포반응의 조절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21), ERK, 

JNK, p38 등 최소한 3가지의 신호전달경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이들 분자에 의한 신호전달은 LPS나 

TNF-α와 같은 면역 염증자극에 반응하여 세포 내에서 활성

화되어 세포의 형태 변화와 사이토카인 전사 등을 초래한다

(23). 본 연구에서는 AF-H에 의한 항염증 활성이 MAPK 

조절과 관련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LPS 자극에 의

한 p38, ERK 및 JNK 등 MAPK의 활성화에 대해 AF-H는 

유의한 억제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Fig. 5).

한편 NF-κB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해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성장인자 등 다양한 분자의 세포 내 합성을 조절

하는 전사인자이다. NF-κB는 세포질에서 IκB와 결합되어 

불활성화 상태로 존재하나, IκB가 LPS와 같은 자극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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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wo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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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ory effect of AF-H on TNF-α and IL-6 production from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The level of TNF-α and 
IL-6 in the supernatants of RAW 264.7 cells was determined by ELISA kits. *P<0.05, **P<0.01, ***P<0.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by Student's two-tailed t test.

해 인산화될 경우 IκB로부터 유리되어 핵 내로 이동하여 

iNOS, COX-2 및 염증 사이토카인을 합성을 촉진하게 된다

(24). AF-H의 항염증 활성이 NF-κB 활성화 억제에 의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AF-H(100 μg/mL)를 전처리 하

고, LPS를 자극한 RAW 264.6 세포에서 IκB 인산화에 대한 

AF-H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AF-H 전처리에 의해 

IκB의 인산화가 현저하게 억제되었으며 인산화되지 않은  

IκB의 세포질 내 발현량은 정상치(대조군)에 가깝게 유지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6). 이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

로니아 열매 열수 추출물인 AF-H는 LPS 자극에 의해 유발

되는 대식세포 염증반응에 대해 MAPK 활성화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IκB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NF- 

κB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NO, PGE2,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의 생성을 억제하여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패혈증 억제 활성

AF-H에 의한 항염증 활성을 in vivo 모델에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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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AF-H on MAPK activat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Total cellular proteins were harvested 15 min
after LPS stimulation. Phosphorylation of p38, ERK, and JNK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Non-phosphorylated proteins were used as internal controls in a densitometric analysis. This result is the representative of almost 
same results from two independent experiments.

위하여 20 mg/kg의 LPS를 C57BL/6 마우스에 정맥주사 

하여 치명적인 중독증을 유발하는 패혈증 실험모델을 이용

하였다. 이 모델에서 AF-H는 LPS 처리 전에 3회(LPS 투여 

48, 24 및 4시간 전) 경구투여 하였다. 그 결과 LPS 투여군

에서는 LPS 투여 36시간 후에 전례가 사망하였으나 AF-H

를 경구투여 한 그룹에서 60시간 후까지 20%가 생존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생존율의 증가에서는 통계학적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50% 사망률을 나타낸 시간을 비교해 

보면 LPS 투여 대조군은 24시간, AF-H 1 mg 투여군은 

50시간, AF-H 2 mg 투여군은 42시간으로 AF-H 투여에 

의해 50% 사망률의 연장 효과가 관찰되었다(Fig. 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AF-H는 LPS 자극에 의해 

유도된 RAW 264.7 대식세포의 염증반응에 대해 NF-κB의 

활성화 억제를 통해 염증매개인자의 mRNA 발현과 유전자 

산물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F-H는 

비록 통계학적으로 유효하지는 않으나 in vivo 실험계에서 

LPS에 의한 치명적 패혈증을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한 아로니아 추출물

이 열수에 의한 추출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항염증 활성은 

단백질 성분이 아닌 비단백 성분에 의한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유기용매를 이용한 추출과 추출물의 분획화를 통해 활

성분자를 동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아로니아 열매 추출물(AF-H)의 항염증 활성

을 조사하기 위하여 LPS 자극에 의해 유도된 RAW 264.7 

macrophage의 염증반응에서 AF-H의 염증매개인자 및 염

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억제활성과 이에 관련된 세포 내 작용

기전 해석을 수행하였다. LPS(1 μg/mL)로 RAW 264.7 세

포를 24시간 자극하는 염증모델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안전한 농도의 AF-H(0~500 μg/mL)를 LPS 처리 12

시간 전에 처리하여 NO 및 PGE2의 분비 억제활성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 AF-H 처리에 의해 NO와 PGE2의 생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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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hibition of NF-κB activation by AF-H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NF-κB activat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was measured by detecting IκB phosphorylation by Western blot 15 min after LPS stimulation.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in a densitometric analysis. This result is the representative of almost same results from two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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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AF-H on LPS-induced endotoxemia in mice. 
Five or six C57BL/6 mice per group were injected intravenously
with LPS (20 mg/kg), and the survival rate of the mice was meas-
ured for up to 60 h after LPS injection. AF-H was administered
orally 48, 24, and 4 h before LPS injection.

처리 농도에 의존하여 유의하게 억제되었으며, 이들 염증매

개인자의 생합성 효소인 iNOS 및 COX-2의 세포 내 발현도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AF-H의 처리

에 의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6의 분비도 유

의하게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AF-H에 의한 

항염증 활성의 세포 내 기전을 해석하기 위하여 LPS 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MAPK와 NF-κB 전사인자의 활성화에 대한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AF-H는 MAPK의 인산화

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NF-κB의 활성화(IκB 인산

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LPS에 

의한 in vivo 패혈증 모델에서 AF-H에 의한 패혈증 억제활

성을 측정한 결과 비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AF-H 투여에 의해 생존율과 50% 사망률의 연장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로니아 열매 열수 

추출물은 NF-κB의 활성화 억제를 통해 NO, PGE2, TNF-α 

및 IL-6 등의 염증매개인자와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

는 항염증 활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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