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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scular abnormalities are a major risk factor in heart disease and have a high mortality rate. The
mortality rate of heart disease is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lifestyle changes and the extension of lifespan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materials for the prevention of heart disease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effect of
mulberry root bark extracts and their compounds (resveratrol, oxyresveratrol, mulberroside A, morusin) on vascular
health were investigated. The 100% ethanol extract of mulberry root bark resulted in the highest inhibition of cholesterol
synthesis (−95%, P<0.05 vs. control), anti-inflammatory effects [−83%, P<0.05 vs. lipopolysaccharide (LPS) induced
cell], and inhibition of platelet aggregation (−97%, P<0.05 vs. control). Stilbene chemicals, resveratrol and oxyresveratrol
were highly effective in inhibiting platelet aggregation (−95% in both, P<0.05 vs. control). Morusin restored the secretion
of nitric oxide and tumor necrosis factor-α to normal cell levels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In conclusion,
mulberry root bark and its compounds effectively suppressed cholesterol biosynthesis, inflammation, and platelet
aggregation. Therefore, the 100% ethanol extract of mulberry root bark and its compounds could find application
as functional food materials to promote vascular health and prevent atheroscle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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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포의 부착 인자, 화학 유인물질, 성장인자의 발현을 촉진하
고, 침윤된 monocyte의 대식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한다. 또

심혈관질환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사망률의

한 혈액 내 염증 인자도 혈관내피세포의 자극에 의한 부착

2위에 해당하며,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심

인자 발현량을 증가시키며, 이렇게 형성된 콜레스테롤 축적

혈관질환 사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인구 10만

대식세포는 포말형 세포로 분화되어 동맥경화 초기 병변을

명당 사망률이 2010년 46.9명에서 2020년 63.0명으로 지

형성한다(Hong 등, 2005; Bentzon 등, 2014). 혈전은 응고

속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1). 높

와 용해작용이 평형을 이루로 있는 혈액의 상태에 이상이

은 치사율을 나타내는 심혈관질환은 콜레스테롤의 축적과

발생하여, 혈소판이 점착, 활성화, 응집단계를 걸쳐 형성되

염증이 문제가 되는 협심증, 동맥경화, 혈전에 의한 심근경

는 것으로 순환기에 발생하는 경우 혈류의 흐름을 막을 수

색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심화한다. 특히 고콜레스테롤혈

있는 위험인자이다(Yang 등, 2012). 이와 같은 심혈관계 이

증은 혈관 건강의 주요 위험 요소로, 혈중 LDL 콜레스테롤

상 증상을 유의적으로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로는

의 증가는 혈관내피세포에 축적되고 산화되어 혈관내피세

statin 계열이 있으며, 이는 주로 콜레스테롤 생합성 효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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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G-CoA reductase의 활성부위에 결합해 기질과 효소의

하여 시료를 거른 후 동결 건조하였고 -80°C에서 보관하며

반응을 차단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춤으로써 작용

실험에 사용하였다(Lee 등, 2020). 고온 100% 에탄올 추출

한다(Istvan과 Deisenhofer, 2001). 그러나 statin 섭취 환

물은 HE100, 고온 50% 에탄올 추출물은 HE50, 고온 증류

자의 1~10%는 근육통을 겪은 것으로 보고되고 간, 신장

수 추출물은 HE0, 상온 100% 에탄올 추출물은 LE100으로

등에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대체 약물의 개발

표기하였다. 단일물질 resveratrol(Sigma-Aldrich, St.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및 천연물 소재 원료에 관한

Louis, MO, USA), oxyresveratrol(Sigma-Aldrich), mul-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Ramkumar 등, 2016).

berroside A(Aktin Chemicals, Inc., Chengdu, China),

상백피는 뽕나무의 뿌리껍질로, 식품 원료로 등록이 되어

morusin(EnsolBio, Daejeon, Korea)은 구매하여 사용하였

있는 소재이나 목질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차로

다. 분말 형태의 추출물과 단일물질은 각 100 mg/mL와

섭취하거나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다(Kwon 등, 1998). 지금

100 mM 농도로 dimethyl sulfoxide(Sigma-Aldrich)에 용

까지 알려진 연구에 의하면 morusin, kuwanon, mulberro-

해하고, 최종 처리농도에 맞게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side 등 상백피 특이성분이 동정되었으며, stilbene 계열의
물질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Resveratrol을 기본 모체로 하

콜레스테롤 생합성 효소 저해 활성 분석

는 stilbene은 포도, 땅콩, 뽕나무 등 몇몇 종류의 식물에서

HMG-CoA reductase assay kit(Sigma-Aldrich)을 이

발견되는 물질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나 항암, 항균 효과

용하여 콜레스테롤 생합성 저해 효능을 측정하였다. 추출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배당체화, 수산화 등에 의하

시료(10~100 mg/mL), 단일물질(0.1~100 mM), 양성대조

여 다양한 화합물의 형태를 띤다(Choi, 2011). 상백피에는

군(pravastatin)을 1 μL씩 96-well plate에 분주하였다.

국내 뽕나무 품종을 기준으로 resveratrol에 수산화기가 하

Assay buffer와 NADPH 기질 용액, HMG-CoA reductase

나 더 결합한 oxyresveratrol의 함량이 더 높으며(Choi 등,

효소 혼합물을 각 well에 199 μL씩 분주하고 37°C로 설정된

2005), 이는 resveratrol에 비해 항산화, 항염증 등의 효능

multiplate reader(Multiskan GO, Thermo Fisher, Wal-

이 더 우수한 물질로 보고되어 있고(Lorenz 등, 2003) 배당

tham, MS, USA)를 이용하여 340 nm에서 30초 단위로 10

체인 mulberroside 등도 안정성 및 체내이동성이 증대되는

분간 효소활성을 측정하였다(Kim 등, 2021a). 최종 처리농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는 반응 시약과 혼합비율을 반영하여 시료 5~500 μg/mL

본 연구에서는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천연물

및 단일물질 0.5~500 μM로 표기되었다.

소재 탐색을 위하여 상백피 및 유래 물질의 고콜레스테롤혈
증, 염증, 혈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간세포에서의 LDL 흡수량 측정

접근방법으로 HMG-CoA reductase 활성, 콜레스테롤 대사

간 조직에서의 LDL 흡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HepG2 세포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 혈소판응집, 대식세포 염증반응을

주를 사용하였다. 검은색 96 well-plate에 세포를 1.5×105

측정하였다. Lee 등(2020)의 사전 연구에 따르면 상백피는

cells/mL의 농도로 배양하고 추출 용매별 상백피 추출물을

추출용매 및 추출온도에 따라 다른 항산화 활성 결과를 보였

100 μg/mL의 농도로 24시간 처리하였다. 이후 형광 표지된

다. 에탄올 100%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폴리페놀 함량과

LDL-Dylight

항산화 효능을 나타냈으며, 에탄올 농도가 감소할수록 함량

안 처리한 뒤, 흡수된 LDL의 양을 540/570 nm에서 측정하

이 낮아졌다. 따라서 생리활성이 가장 높은 에탄올 100%

여 대조군 대비 값으로 표기하였다.

TM

550(Abcam, Cambridge, UK)을 3시간 동

추출물을 포함하는 4종의 추출물을 실험 대상으로 선발하였
으며, 상백피 유래 물질로 resveratrol, oxyresveratrol,

콜레스테롤 대사 유전자 real-time PCR 분석

mulberroside A, morusin을 선발하여 추출물 및 유래 물질

주요 콜레스테롤 대사 유전자인 LDL receptor(LDLR),

의 효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차로

ATP-binding cassette transporter(ABCA1), cholester-

음용되던 상백피의 활용방안을 다양화하고, 기능성 원료 개

ol 7 alpha-hydroxylase(CYP7A1)의 발현량을 HepG2 세

발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주에서 측정하였다. 상백피 LE100 추출물을 100 μg/mL
의 농도로 24시간 처리한 후, PureLink RNA Mini Kit

재료 및 방법

(Thermo Fisher)을 이용해 분리한 2 μg의 RNA를 amfi
RivertII cDNA Synthesis Master Mix(Gendepot, Barker,

상백피 추출물 및 단일물질 준비

TX, USA)를 이용하여 cDNA로 합성하였다. 이후 TOPreal

상백피 시료는 울진농원(Uljin, Korea)에서 구입하여 실

qPCR 2X PreMiX kit(Enzynomics, Daejeon, Korea)을 사

험에 사용하였다. 상백피 분말 50 g을 취하여 용매(물, 50%,

용하여 증폭된 cDNA 값을 측정하였다(Kim 등, 2021a).

100% 에탄올,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 1
L를 가하고 2시간 동안 상온 또는 100°C에서 추출하였다.
이후 Miracloth(Millipore, Burlington, MA, USA)를 이용

혈소판응집 분석
마우스(6~8주)의 혈소판은 citrate-dextrose 용액(ACD,

상백피 및 유래 물질의 동맥경화 억제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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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Aldrich)이 전처리된 주사기를 이용하여 마우스의

효소활성이 각각 95와 75% 감소하여 가장 높은 효과를 나

복부 정맥에서 채혈하였다.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얻기

타냈다. 단일물질 처리군에서는 resveratrol, oxyresver-

위해 실온에서 20분 동안 300×g로 원심 분리한 후, 적혈구

atrol, mulberroside A가 500 μM에서 효과를 나타냈으나,

에서 분리된 혈장에 0.5 μM prostaglandin E1(Sigma-

morusin 처리군은 대조군 대비 유의적 효과를 나타내지 않

Aldrich)을 첨가하여 4분 동안 700×g에서 재원심 분리하였

았다. 상백피 추출물을 이용한 간세포 LDL 흡수 실험에서는

으며, 침전된 혈소판 10% ACD를 함유한 HEPES-Tyrode

100% 에탄올을 사용한 LE100과 HE100 군에서 대조군 대

완충액(5 mM HEPES/NaOH, pH 7.3, 5 mM 포도당, 136

비 각각 10과 13%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HMG-CoA re-

mM NaCl, 12 mM NaHCO3, 2.7 mM KCl)으로 세척 후

ductase와 LDL 흡수 실험에서 가장 높은 효능을 보인 상백

5분 동안 700×g에서 재원심 분리하였다. 침전된 혈소판은

피 LE100 추출물을 이용하여 주요 콜레스테롤 대사 유전자

8

HEPES-Tyrode 버퍼에서 3×10 cells/mL의 농도로 조정

인 LDLR, ABCA1, CYP7A1의 발현 변화를 측정하였다.

되어 실험에 적용하였다. 혈소판 응집측정을 위해서 마우스

LDLR과 ABCA1은 대조군 대비 각각 3.1배, 2.4배 증가하

혈소판을 HEPES-Tyrode 버퍼에 넣고 37°C에서 15분 동

였으며 CYP7A1은 변화가 없었다.

안 추출물 시료 처리 후 혈소판 응집계에서 collagen으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는

활성화시켰다. 혈소판응집은 37°C의 혈소판 응집계(Chro-

대사질환으로 혈관 벽이 좁아지는 동맥경화의 대표적 원인

nolog Corp., Havertown, PA, USA)에서 1,000 rpm 속도

이다(Rosmi 등, 2021).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인

로 혈소판응집을 유도하여 측정하였다(Kim 등, 2021b). 모

statin은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HMG-CoA reduc-

든 동물실험 절차는 국립보건원 실험동물의 관리 및 사용에

tase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

관한 지침을 따랐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동물 관리 및 사

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2015). 상백피 추출물은 용매의

용위원회(승인번호 KIOM-D-20-057)의 승인을 받았다.

에탄올 함량이 높아질수록 효소의 활성 저해 효능이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물에 비해 극성이 낮은 에탄올에

항염증 활성 분석

용출되어 나오는 성분 중 HMG-CoA reductase를 효과적

항염증 실험에는 RAW 264.7 세포를 사용했으며, Dul-

으로 저해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함유된 것으로 추측해볼

becco’s Modified Eagle’s Medium(Caisson, North Logan,

수 있다. 단일물질 중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인 oxyresvera-

UT, USA)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Gendepot)과

trol의 500 μM은 122 μg/mL로 100% 에탄올 추출물 500

1% penicillin/streptomycin(Caisson)을 첨가하고, 37°C,

μg/mL에는 이보다 낮은 oxyresveratrol이 함유되어 있을

5% CO2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염증 유도를 위해서 세포를

것으로 추측되며, 단일물질보다는 혼합물의 효과가 더 높은

5

12-well plate에 2.5×10 cell/well로 분주하고, 24시간 이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저온에서 추출한 LE100

후 lipopolysaccharide(LPS, Sigma-Aldrich) 1 μg/mL와

이 HE100보다 높은 효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물질의 열

추출물(100 μg/mL) 혹은 단일물질(10~100 μM)을 처리하

안정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열처리는 세포벽의

였다. 처리 24시간 이후 배지를 수거하여 nitric oxide(NO,

투과성을 높여 내부물질의 용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열 안정

Griess assay kit, Sigma-Aldrich) 및 tumor necrosis fac-

성이 낮은 물질의 손실을 야기한다. Resveratrol, oxyres-

tor-α(TNFα, ELISA kit, Abcam)의 농도를 제조사의 지침

veatrol 등은 stilbene 계열의 물질로 분류되며, Kosović

에 따라 측정하였다(Kang 등, 2017).

등(2020)의 연구에서는 stilbene의 종류, 시간, 열처리 온도
에 따라 안정성이 달라지는 결과를 나타내어 고온 추출과정

통계처리

에서 일부 물질들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결괏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기하였다. 분산분석(anal-

사료되며, 상백피 추출조건에 따른 폴리페놀의 함량을 분석

ysis of variance, ANOVA) 검정은 SAS Enterprise Guide

한 선행연구에서도 100% 에탄올 상온 추출이 고온 추출보

7.1 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

다 더 높은 함량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등, 2020).

했으며,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을 적용하였다(P<0.05;
Lee 등, 2021)

간조직은 콜레스테롤 대사에 있어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
다. 말단조직에 지질 성분의 축적을 유도하는 LDL 콜레스테
롤은 LDLR에 의하여 조직 내로 흡수되고 재사용된다(Go와

결과 및 고찰

Mani, 2012). 상백피 추출물은 간조직에서의 LDLR의 발현
량을 증가시켜 LDL의 흡수를 증가시킴을 확인하였으며, 따

상백피 및 유래 물질의 콜레스테롤 대사 조절 효능

라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콜레스테롤 생합성 효소인 HMG-CoA reductase 활성

것으로 추측된다. ABCA1은 HDL 콜레스테롤을 활성화하

실험 결과, 500 μg/mL 처리군에서 추출온도 및 용매와 관계

는 유전자로(Oram과 Lawn, 2001), 상백피 처리군에서 발

없이 모두 대조군과 대비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현이 증가했음을 확인하였으며, LDLR과 유사하게 혈중 콜

0.05, Fig. 1). 에탄올 100%를 이용한 LE100과 HE100에서

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담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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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mulberry root bark and its single compounds on cholesterol regulation. HMG-CoA reductase activities after mulberry
root bark extract treatments (A) and single compounds treatments (B) were measured. In addition, hepatic cholesterol regulations
were examined through LDL uptake assay (C) and real-time PCR in extract stimulated HepG2. Con, control; ST, pravastatin; LE100,
100% ethanol extract at 25°C; HE0, distilled water extract at 100°C; HE50, 50% ethanol extract at 100°C; HE100, 100% ethanol
extract at 100°C; LDLR, LDL receptor; ABCA1, ATP-binding cassette transporter; CYP7A1, cholesterol 7 alpha-hydroxylase. The
data were mean±SD.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생성하는 CYP7A1의 발현은 변화가 없었고 이는 세포막 등

상백피 및 유래 물질의 항염증 효능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Chiang과

염증 유도물질인 LPS로 염증반응을 유도한 Raw 264.7

Ferrell, 2020), 추후 in vivo 실험을 통한 조직 간 유기적

세포에서 상백피 추출물 및 단일물질의 항염증 효능을 분석

대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였다(Fig. 2). 추출물 NO 저하 효능은 LE100과 HE100에

상백피 및 유래 물질의 동맥경화 억제 효능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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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mulberry root bark and its single compounds on anti-inflammation. NO concentration after mulberry root bark
extract (100 μg/mL) treatments (A) and single compounds (100 and 10 μM) treatments (B) were measured in the media of Raw
264.7 cells. TNFα concentration was also measured in the same media after mulberry root bark extract treatments (C), and single
compounds (100 and 10 μM) treatments (D). Con, control; LPS, lipopolysaccharide; LE100, 100% ethanol extract at 25°C; HE0,
distilled water extract at 100°C; HE50, 50% ethanol extract at 100°C; HE100, 100% ethanol extract at 100°C. The data were mean±SD.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D: not detected.
서 LPS 처리군 대비 각각 83, 82%로 감소하였다(P<0.05

질의 처리는 염증반응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

vs LPS). 단일물질 중 NO 저하 효능이 우수한 물질은 mor-

물질 중에서는 morusin의 효과가 뛰어났다. 염증 조건하에

usin으로 100과 10 μM 농도 처리 시 각각 95, 35% 감소하

서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NO 및 TNFα의 분비량을 정상세포

였다(P<0.05 vs. LPS). Resveratrol과 oxyresveratrol은

수준으로 감소시킴이 확인되어 stilbene 계열 물질보다 강

유사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으며(100 μM 농도 기준 70~71

력한 항염증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

% 감소), mulberroside A는 LPS 대비 유의적 차이가 없었

에서 상백피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Lee

다. 염증성사이토카인의 종류인 TNFα의 농도는 NO와 유사

등, 2020). 에탄올 100% 추출물에서 주요 항산화 물질인 폴

하게 LE100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80% vs. LPS, P<

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계열 물질의 용출량이 증가하였으

0.05)을 보였으며, 물질에서도 morusin, resveratrol, oxy-

며, 라디칼 소거 활성이 물 추출물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resveratrol, mulberroside A의 순서로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만성 염증 및 대식세포 변형의 원인이 되는 산화

만성 염증은 동맥경화 등 혈관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LDL을 안정화함에도 상백피 추출물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

하며, 일부 사이토카인의 분비는 반응을 더 촉진한다(Zhang

을 것으로 판단된다.

등, 2019). Zhang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대표적 사이
토카인인 TNFα의 마우스 주입은 죽상동맥경화증 발병을

상백피 및 유래 물질의 항혈전 효능

심화시켰으며, LDL 침윤과 관련된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

상백피 에탄올 50~100% 추출물의 100 μg/mL 농도 처

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식세포의 분화는 동맥경화의 초기

리군에서는 높은 수준의 혈소판응집률을 나타냈다(3.1~3.6

발병단계에서 플라크 형성에 관여하는데, 산화된 LDL도 이

%, Fig. 3). 저농도인 10 μg/mL 처리군에서는 HE50과

와 같은 반응의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한다(Hu 등, 2012).

HE100의 응집률이 6.2~6.7%로 우수하였고, LE100이 23

염증반응이 유도된 대식세포에서 상백피 추출물 및 단일물

%, HE0이 70%로 측정되었다. 단일물질에서는 resvera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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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3. Effect of mulberry root bark and
its single compounds on anti-platelet aggregation. Platelet aggregation efficiency
was measured after mulberry root bark extract (100 and 10 μg/mL) treatments (A)
and single compounds (100 and 10 μM)
treatments (B). Con, control; LE100, 100%
ethanol extract at 25°C; HE0, distilled water extract at 100°C; HE50, 50% ethanol
extract at 100°C; HE100, 100% ethanol extract at 100°C. The data were mean±SD.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B

과 oxyresveratrol이 유사한 수준으로 응집력이 낮았으며,

요

약

morusin, mulberroside A의 순으로 나타났다.
혈전생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뇌 혹은 심장에 발생할

뽕나무의 뿌리껍질이 원료인 상백피는 콜레스테롤 합성 저

경우 생명에 치명적이고 후유증을 남긴다. 정상인에게서는

해, 염증 억제, 혈소판 항응집 효능을 보였으며, 에탄올 100

혈액의 응고와 용해작용이 균형을 이루나, 혈관 벽의 생리적

% 추출물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상백피 100% 에탄올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혈소판이 침착하며 혈전생성 기전이

추출물은 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뿐 아니라 LDLR 발현량

시작된다(Park 등, 2009). 혈소판응집은 단계적 반응에 따

증가에 따른 LDLR 흡수율을 증가시켜 혈중 콜레스테롤 농

라 진행되며, 본 연구에서는 콜라겐에 의해 활성화된 혈소판

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항염증 및

에서의 응집반응을 측정하였다. 응고 과정에서 콜라겐은 내

콜라겐 활성에 의한 혈소판응집에서도 효과를 나타내 복합

피세포와 혈소판의 부착을 지지하고 응집, 분비, 응고를 활

적 원인에 의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성화한다. 이후 혈소판 내 칼슘 농도의 변화를 유도하여 관

분석된다. 상백피의 유래 물질 중 stilbene 계열의 resvera-

련 단백질(plecktrin)의 인산화와 단백질의 재배열에 따른

trol과 oxyresveratrol은 혈소판응집률 저해가 우수하였고,

응집반응을 일으킨다(Lee, 2020). 혈소판응집률 저해 효과

morusin은 염증 발생으로 인한 대식세포에서의 NO 및 TNF

는 resveratrol과 oxyresveratrol에서 높게 나타났고, 배당

α의 분비량을 정상세포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효능을 나타냈

체인 mulberroside A에서는 100 μg/mL 농도에서만 유의

다. HMG-CoA reductase의 활성 저해에는 oxyresvera-

적 차이를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mulberro-

trol의 효능이 뛰어났으나 상백피 추출물 자체의 활성이 더

side A에서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것은 상백피 물 추출물

높게 나타나, 복합물 혹은 다른 물질에 의한 효소 저해 활성

에서 효과가 감소하는 결과와도 일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더 뛰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상백피 유래 물질에 따라

상백피의 대표적 물질들을 선발하여 추출물과의 효능을 비

활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데이터

교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물질 외에도 혈관 건강에

는 혈관 염증, 혈전생성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인한 동맥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추출물에는 다수 함유되어 있을 것

경화 등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기능성 원료를 개발함에 있어

으로 예상된다. 상백피 추출물의 혈관 건강증진 효능과 관련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된 지표 물질에 관한 연구가 추후 요구된다.

상백피 및 유래 물질의 동맥경화 억제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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