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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미의 Cellular System에서의 Free Radical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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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Effects of Black Rice against Free Radical-induced
Oxidative Stress in Cellul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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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ve effects of black rice from oxidative stress were investigated under cellular system using
LLC-PK1 renal epithelial cells. The oxidative stress induced by 2,2'-azobis (2-amidinopropane) dihydrochloride (AAPH) led to the loss of cell viability and increase of lipid peroxidation. However, the
treatment of methanol extract from black ric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cell viability and inhibited lipid
peroxidation. In addition, the protective effect of black rice against nitric oxide (NO)-induced oxidative
stress was also studied under cellular system. The oxidative stress were induced by the treatment with
generators of peroxynitrite, 3-morpholinosydnonimine, and its precursors NO and superoxide anion
produced by sodium nitroprusside and pyrogallol, respectively. The treatment of black rice extract
attenuated NO-induced oxidative stress through the elevation in cell viability and decrease in lipid
peroxidation.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black rice would have the protective effect from radical-induced oxidative stress in cellular system. (Cancer Prev Res 15, 158-163, 2010)
Key Words: Black rice, LLC-PK1 cell, Oxidative stress, Nitric oxide, Peroxyl radical

서

active nitrogen species, RNS)의 생성계와 제거계의 불균형
의 결과로 기능적 변화와 병리적 상태를 초래한다.2,3) 특

론

히 RNS와 ROS간의 상호작용이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
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이
들 RNS의 생리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NS에는 nitric oxide (NO․), nitrogen dioxide (NOO․),
peroxynitrite (ONOO−), alkyl peroxynitrites (LOONO) 등이
있으며, 특히 NO와 superoxide anion (O2−)과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대사산물인 ONOO−는 전구체보다 훨씬 강력

체내 대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세포 구성 성분의 산화적
손상을 축적시키는 원인임이 밝혀졌고, 이를 토대로 산
화 스트레스 가설(oxidative stress theory)이 제안되었다.1) 생
체 내 산화적 스트레스는 ROS의 과도한 생리적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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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응성으로 광범위한 생체 분자의 산화적 손상 및
4∼6)
mitochondria 손상을 야기 시킨다.
따라서 강력한 ROS
및 RNS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방어 체계가 각종 만성
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각종 질병 및 노화 등에 활성산소 및 과산화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항산
7)
화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고, 특히 천연으로부
터 보다 안전하고 강한 활성을 지닌 신규 천연 항산화제
8,9)
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폴리페놀 화합
물이 천연 항산화제로 널리 알려져 다양한 식물을 대상
으로 폴리페놀 화합물의 항산화 활성과 항산화 기능성
소재로써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10∼13)
다.
특히 유색미의 일종인 흑미는 그 색소성분으로
인해 다른 곡류에 비해서 페놀화합물의 함량이 매우 높
으며 그 중 대표적인 물질로는 cyanidin과 malvidin이 알려
14∼16)
져 있다.
흑미는 백미보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B1
및 B2, 비타민 E, 인, 철, 칼슘이 풍부하고 아미노산의 함
량이 높으며, 특히 라이신은 백미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
어 있고, 폴리페놀 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흑
미의 생리활성으로 항산화성, 항암성, 항동맥경화,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고지혈증 예방효과, 항염증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흑미의 겨층에 존재하는 색소성분
에 대한 여러 가지 생리적 활성이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작용, 혈중 중성지방 농도 감소 및 지방 흡수 억제 효과,
in vitro 실험에서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효과 등이
17∼23)
대표적이다.
그러나 흑미의 free radical에 의해 유도
되어지는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
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화적 스트
레스에 민감한 세포인 LLC-PK1 renal epithelial cell을 이용
하여 cellular system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및 항산화
효과를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약

LLC-PK1 pocrine renal epithelical cell은 ATCC (Manassas,
VA, USA)에서 분양받았고, 세포배양을 위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과 fetal bovine serum (FBS)
는 Invitrogen Co.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2,2'-azobis (2-amidinopropane) dihydrochloride (AAPH), sodium nitroprusside (SNP)는 Wako (Tokyo, Japan)사 제품을
3-morpholinosydononimine (SIN-1), pyrogallol, 3-(4,5-dimethyl2-thiazolyl)-2,5-diphenyl-2H tetrazolium (MTT)는 Sigma 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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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l co. (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2. 흑미 추출물 제조

흑미는 경상남도 진주산으로 동결건조 한 다음, 분말
화 하여 −80oC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동결 건조시킨
흑미를 시료 중량의 20배의 methanol (MeOH)로 12시간
동안 추출하였고 동일한 과정을 총 3번 반복하여 얻어진
추출물을 모아 회전식 진공 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시
킨 후 −80oC의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
다. 동결건조시킨 흑미 1 kg으로부터 9 g의 MeOH 추출
물을 얻었다.
3. 세포 배양

LLC-PK1 세포는 100 units/ml의 penicillin-streptomycin과
5%의 FBS가 함유된 DMEM을 이용하여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일주일에 2∼3
회 refeeding하고 6∼7일 만에 phosphate buffered saline으로
세척한 후 0.05% trypsin-EDTA로 부착된 세포를 분리하
여 원심분리해서 집적된 세포를 배지에 넣고 피펫으로
세포가 골고루 분산되도록 잘 혼합하여 6∼7일마다 계
대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계대 배양시 각각의
passage number를 기록하여 passage number가 10회 이상일
때는 새로운 세포를 다시 배양하여 실험하였다.
4. Cell viability 측정

세포가 confluence 상태가 되면 96-well plate에 well당
4
1×10 cells/ml로 seeding하여 2시간 배양한 후 산화적 스
−
−
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하여 peroxyl radical (LOO ), ONOO ,
−
NO, O2 의 generator인 AAPH (10 mM), SIN-1 (1 mM),
SNP (1.2 mM) 및 pyrogallol (1.2 mM)을 각각 첨가하여 24
시간 배양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 유발 후, 흑미추출물
을 5, 25, 50 혹은 100μg/ml 농도별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뒤 1 mg/ml의 MTT solution을 각 well에 주입하여
o
37 C에서 4시간 동안 재배양한 후 생성된 formazan 결정
을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여 540 nm에서 흡광도
24)
를 측정하였다.
5. Thiobarbituric acid (TBA)-reactive substances
측정

TBA-reactive substances (TBARS) 생성 정도는 기질과 시
료를 반응시켜, 37oC에서 산화시켰다. 시간대별로 기질
과 시료 반응물에 25% trichloroacetic acid (TCA) 1 ml와 1%
thiobarbituric acid (TBA) 1 ml를 첨가하여 95oC 수욕 상에
서 20분간 가열하였다. 4,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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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tective effects of black rice on cell viability and
TBARS generation in AAPH-treated LLC-PK1 cells
Treatment (μg/ml)

Cell viability (%)

MDA (nmole/mg
protein)

Normal
AAPH-treated control
Black rice 5
25
50
100

100.0±1.4a
22.2±0.9f
53.1±1.2e
63.5±0.7d
70.4±1.2c
85.9±1.0b

0.193±0.011f
0.703±0.010a
0.552±0.012b
0.486±0.008c
0.428±0.009d
0.307±0.004e

Values are mean±SD.
a∼f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한 뒤 상등액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지질
과산화물은 malondialdehyde (MDA)의 양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25)
6. NO 생성 억제 측정
5

NO 측정은 LLC-PK1 cell을 24-well plate에 well당 2×10
cells/ml로 seeding하여 2시간 배양한 후 SIN-1과 시료를
o
농도별로 반응시켜, 24시간 동안 37 C에서 산화시켰다.
이 혼합액을 모아 96-well plate에 넣고 150μl의 Griess
reagent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배양한 후 540 nm
26,27)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7. 통계분석

대조군과 각 시료들로부터 얻은 실험 결과들은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각 실험 결과로부터 ANOVA
(analysis of variance)를 구한 후 Duncan’s multiple test를 이
용하여 각 군의 평균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흑미 MeOH 추출물을 이용하여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 세포 모델에서 항산화 효과를 검토하였
다. LLC-PK1 세포 모델은 free radical에 의한 산화적 손상
에 대한 개선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세포 손상에 보호 효
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모델이다. 이
는 LLC-PK1을 포함한 renal proximal tubule cell이 free
radicals에 매우 민감한 세포로 산화제에 의해 ATP 결핍
과 Na＋-K＋-ATPase의 불활성화가 유도되어 세포 손상이
초래되는 특징 때문이다.28) 항산화 방어시스템의 변화와
free radicals에 의한 산화적 손상은 지질, 단백질 및 DNA
와 같은 세포 내 생체 분자의 산화를 유도하게 된다. 특히

−

−

는 생체다가불포화
내에서 NO와
O2 의
반응에
의해
생
ONOO
세포막
인지질의
지방산
성분은
allylic
hydro성될 수풍부하여
있으며, free
이는radicals
pathogenic
cellular
damage와
gens이
공격에
민감한
것으로 organ
알려
1)
31)
dysfunction의
주 요인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는
알려져 있다.
세포 생체
지질의
내에서
과산
져
있다. 이러한
−
NO와
화를 유도해,
O2 가 동시에
세포의 발생하는
구성성분인
조건에서
단백질,쉽게
RNA생성되는
그리고
−
DNA와
ONOO 작용하여
는 다른 라디칼에
미토콘드리아
비해 등의
안정하며,
기능이상과
세포막을
생화학
비
적 변화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므로 TBARS와
같은 지질 과산화 최종 생성물의 측정은 cell destruction의
좋은 지표가 된다.
Free radical initiator로 사용된 AAPH는 hydrophilic azo compounds 중 하나로써 다른 효소의 작용이나 생리적인 변
화 없이 단분자적으로 변성된다. 이렇게 변성된 AAPH
는 두 carbon radical과 질소로 분해되는데 이 carbon radical
은 다른 carbon radical과 다시 결합하여 안정적인 구조를
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산소와 반응하여 peroxy radical을 생성하게 되며, 이 peroxy radical은 세포의 손상을 유
발하고, 생체 내 단백질, 지질 등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주
29,30)
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순환계에서 AAPH
로 생성된 free radical은 순환계 혈액과의 접촉을 통해 혈
액 속 고분자 물질이나 장기의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LLC-PK1 세포에 radical generator인 AAPH 처리를
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여 LLC-PK1 세포에 대한 흑미
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개선 효과를 살펴보았다
(Table 1). AAPH만을 처리한 control군의 세포 생존율은
22.2%였으나 흑미 추출물을 각각 농도별로 처리한 후 세
포 생존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상승했으며, 100μg/ml에
서 85.9%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다. AAPH를 처리한
LLC-PK1 세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발된 지질과산화
에 대한 흑미의 개선 효과를 MDA로 살펴본 결과, normal
군은 MDA 수치가 0.193 nmole/mg protein을 나타낸 반면,
AAPH 처리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control군은
0.703 nmole/mg protein로 나타나 control군이 normal군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MDA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흑미를
각각 농도별로 처리한 군에서는 MDA 수치가 농도 의존
적으로 감소하여 100μg/ml에서 각각 0.307 nmole/mg
protein으로 나타나 control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따라서 흑미는 AAPH에 의한 LLC-PK1 세포의 산화
적 스트레스에 대한 우수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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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tective effects of black rice on cell viability and
TBARS generation in SIN-1-treated LLC-PK1 cells
Treatment (μg/ml)

Cell viability (%)

MDA (nmole/mg
protein)

Normal
SIN-1-treated control
Black rice 5
25
50
100

100.0±1.6a
25.2±1.3f
55.1±1.1e
68.1±1.1d
78.4±1.8c
86.9±2.1b

0.181±0.005f
0.813±0.007a
0.688±0.001b
0.552±0.007c
0.335±0.001d
0.220±0.006e

Values are mean±SD.
a∼f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교적 잘 통과하므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작용을 나타낸
−
다. ONOO 는 세포 내 표적물과 반응해서 산화 및 질화
를 유도하고 세포 신호전달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며, 지
질, 단백질, DNA의 손상을 일으키므로 관절염, 동맥경
화, 피부 염증 등 여러 질환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31,32)
−
있다.
SIN-1은 NO와 O2 를 생성하고 이들은 급속히
−

반응하여 ONOO 를 형성하며, 이는 강력한 cytotoxic
oxidants로 분해되기 때문에 독성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
LLC-PK1 세포에 SIN-1을 처리하여 ONOO 에 의한 산화
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후 이에 대한 흑미의 보호 효과
를 세포 생존율 및 지질과산화를 통해 살펴보았다(Table
2). SIN-1만을 처리한 control군은 세포 손상으로 생존율
이 25.2%로 감소한 반면 흑미를 농도별로 처리한 후 생
존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여 100μg/ml 처리 시
−
86.9%로 나타나 ONOO 에 대한 직접적인 소거능을 통
해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
−
다. ONOO 에 의한 LLC-PK1 세포의 지질과산화 생성에
대한 흑미의 개선 효과를 살펴보면, SIN-1만을 처리한
control군은 MDA 수치가 0.813 nmole/mg protein로 normal
군에 비해 4.5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흑미를 농도별로 처
리한 군에서는 MDA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100μg/
ml에서 0.220 nmole/mg protein로 지질과산화 정도가 감소
−
하는 것으로 나타나 흑미는 ONOO 에 의한 지질과산화
억제를 통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개선함을 알 수 있었다.
NO는 혈압조절, 신경전달, 혈액응고, 면역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조직과 세포에
33)
서 ni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합성된다. 이 NOS
는 단시간 동안 소량의 NO를 생성하여 정상적인 생리기
34)
능을 담당하기도 하고, 대식세포, 내피세포, 간세포와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어 장시간 동안 다량의 NO를 생성
하여 종양세포를 죽이거나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어하

Fig. 1. NO scavenging activity of MeOH extract from black
a∼e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rice. Values are mean±S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여 생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NO
가 필요 이상으로 생성되면 shock에 의한 혈관확장, 염증
반응이 유발되어 조직손상 등의 유해한 작용을 나타낸
다.35) 또한 NO는 생체에서 생성된 superoxide radical과 반
응하여 더욱 세포 독성이 강한 reactive peroxynitrite와 같은
이차적인 라디칼 생성을 일으킨다고 보고되어 있다.36)
․OH, O2−과 더불어 활성산소종의 일종인 NO에 대한
흑미의 생성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LLC-PK1 세포에
SIN-1을 처리하여 NO를 생성시키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였다(Fig. 1). SIN-1만을 처리한 control군에 비해 흑
미를 농도별로 처리했을 때, 시료 농도 증가에 따라 NO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00
μg/ml에서 SIN-1을 처리하지 않은 normal군과 거의 같은
NO의 생성량을 나타냈다. 따라서 흑미는 우수한 NO 생
성억제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성질소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살펴
보기 위하여 LLC-PK1 세포에 SNP 처리로 NO를 유발시
켜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가한 후 이에 대한 흑미의 보호
효과를 세포 생존율과 지질과산화로 확인하였다(Table 3).
SNP만을 처리한 control군은 세포 생존율이 29.2%로 감
소하여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 흑미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군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상승하였으며 100μg/ml
에서 60.5%의 생존율을 보여 NO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
스를 개선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
다. 지질과산화에 대한 흑미의 개선 효과를 살펴보면,
MDA 수치에서 normal군은 0.215 nmole/mg protein인 반면
SNP 처리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control군은

162 Cancer Prevention Research Vol. 15, No. 2, 2010

Table 3. Protective effects of black rice on cell viability and
TBARS generation in SNP-treated LLC-PK1 cells
Treatment (μg/ml)
Normal
SNP-treated control
Black rice 5
25
50
100

Cell viability (%)

MDA (nmole/mg
protein)

100.0±0.6a
29.2±2.2f
39.1±1.1e
46.9±1.0d
48.5±3.8c
60.5±4.1b

0.215±0.008e
0.791±0.005a
0.708±0.009a
0.602±0.011b
0.530±0.014c
0.335±0.016d

Values are mean±SD.
a∼f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0.791 nmole/mg protein으로 수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그러나 흑미 추출물을 각각 농도별로 처리한 군에서
는 MDA 수치가 control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농
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여 100μg/ml에서 0.335 nmole/mg
protein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흑미의 처리가 NO에 의
한 LLC-PK1 세포의 지질과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
Pyrogallol은 O2 의 생성제이며 H2O2의 전구체이다.
ROS는 아테롬성 동맥경화와 다른 혈관 질환의 병리적
−
매개 물질로 작용하는데, 특히 상피 내 O2 의 생성은 정
상 혈관에서 내피 의존형 이완을 감소시켜 내피 세포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able 4는 pyrogallol을 처리
한 LLC-PK1 세포에 대한 흑미의 보호 효과를 세포 생존
율 및 지질과산화로 살펴본 결과이다. 세포생존율의 경
우 pyrogallol만을 처리한 control군의 경우 23.7%의 생존
율을 보인 반면 흑미 추출물을 각각 농도별로 처리한 결
과 세포 생존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고, 100μg/
ml 처리 시 66.2%의 생존율을 보여 pyrogallol에 의한
LLC-PK1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O2 에 의한 LLC-PK1 세포의 지질
과산화 생성에 대한 흑미의 개선 효과를 살펴보면,
pyrogallol만을 처리한 control군은 MDA 수치가 0.894
nmole/mg protein로 normal군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하였
다. 그러나 흑미 추출물을 각각 농도별로 처리한 군에서
는 MDA 수치가 control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100μg/ml에서 0.453 nmole/mg protein로 나타나 흑미에
의한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를 보여 주었다.
−
흑미는 peroxyl radical 및 ONOO 와 이의 전구체인 NO
−
와 O2 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NO 생성 및 지질 과
산화 억제를 통해 개선함으로써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
킴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Protective effects of black rice on cell viability and
TBARS generation in pyrogallol-treated LLC-PK1 cells
Treatment (μg/ml)

Cell viability (%)

MDA (nmole/mg
protein)

100.0±0.5a
23.7±2.1f
42.2±1.4e
46.6±2.7d
54.5±3.0c
66.2±3.0b

0.227±0.011e
0.894±0.008a
0.872±0.011a
0.781±0.008b
0.530±0.011c
0.453±0.006d

Normal
Pyrogallol-treated control
Black rice 5
25
50
100

Values are mean±SD.
a∼f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

론

본 연구는 흑미의 항산화 활성을 LLC-PK1 돼지 신장
상피 세포모델을 이용하여 free radical에 의한 산화적 스
트레스 개선 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흑미는 peroxyl
radical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를 세포생존율 증
가 및 지질과산화 억제를 통해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
−
다. 또한 흑미 추추물은 NO의 생성을 억제하여 ONOO
−
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할 뿐만 아니라, ONOO
−
의 전구체인 NO와 O2 대한 지질과산화 및 세포생존율
의 저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흑미는 free radical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하
는 효과를 가진 우수한 항산화 기능성 곡류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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