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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confirmed the applicability as an anti-inflammatory

material from Rubus occidentalis seed (RSE) extract. In HaCaT

cells to evaluate the anti-inflammatory potential as a material RSE

extract on the activity of the inflammatory factors caused by UVB

and IFN-γ/TNF-α. We measured the activity of ROS, interleukin-

1β (IL-1β), interleukin-6 (IL-6) and interleukin-8 (IL-8) by ROS-

Glo H2O2 assay and ELISA kit. Our results showed that the RSE

extracts inhibit the UVB and IFN-γ/TNF-α-induced ROS activities

and expression of IL-1β, IL-6 and IL-8 in a dose-dependent

manner. Also it was found that inflammatory mediators of the

expression of cyclooxygenase-2 (COX-2) inhibition were also

brought, the expression of which is increased PGE2 by COX-2

also inhibited. Finally RSE extracts measure the seed expression

of filaggrin in the skin barrier, the main factor of the extract could

be confirmed to increase the expression of the filaggrin damaged

as a result of this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Through this,

it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efficacy RSE extract to protect the

inflammation by restoring the damaged layers of the epidermis.

Results from more than RSE extract was able to confirm that the

extract that has anti-inflammatory effects by improving the

inflammation being produced from UVB.

Keywords Anti-Inflammatory · HaCaT cell · PGE2 · 

cyclooxygenase-2 · Rubus occidentalis Seed

서 론

피부의 가장 표면층인 표피는 각질세포, 모낭, 멜라닌세포, 랑

겔한스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외부환경으로 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과 내부 체액의 소실

을 막는 장벽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Ishida 등, 2008). 피부장

벽 기능이 피부 내외부의 다양한 자극에 의해 손상되면 피부가

건조해 지거나 가려움 및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된다(Denda 등,

1996; Goldstein와 Abramovits 2003; Welss 등, 2004; Lynde

2008; Yeom 등, 2012). 특히 각질형성세포는 표피세포의 대부

분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각질을 형성하고 IL-1α, TNF-α,

interleukin-6 (IL-6), interleukin-8 (IL-8) 등의 cytokine 분비를

유도하고, 심한 경우에 다양한 피부 염증반응과 관련되어 있으

며(Beissert 등, 2006) 이러한 각질형성세포의 염증반응은 피부

의 노화,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등과 같은 피부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부의 염증반응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유전자들

에 의해 조절되며 주요한 유전자로 cyclooxygenase-2 (COX-2)와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s (iNOS)가 알려져 있다(Aktan

2004; Hur 등, 2010). 그 중 COX-2는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

세포성장인자, 암세포촉진인자,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등에 의한 PGE2 생성과 건선, 마름버짐, 홍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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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창과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Masferrer 등, 1994; Seibert 등, 1994; Hong 등, 2002; Jean

등, 2008). 또한, 각질세포 외막과 케라틴 중간 미세섬유를 연

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filaggrin은 최근

아토피피부염의 유전적 소인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Filaggrin이 유전적 변이나 후천적요인으로 감소되었을때 피부보

습을 유지하는 기능과 함께 각질층의 약산성을 유지 및 자외선

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감소되며, 염증

발현, SC cohesion 및 permeability barrier가 감소된다(Fuchs

1993; Steinert 1995, Ishida-Yamamoto 등, 1997). 복분자는 한

방에서 보간신, 명목, 이뇨제의 효능이 있고, 정력 감퇴, 유정,

빈뇨를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다. 복분자 딸기의 생리활성과 관

련한 연구로는 줄기로부터 2종의 flavan-3-ol과 1종의

proanthocyanidin 및 1종의 ellagitanin의 분리와 잎으로부터 4종

의 flavonoid등의 phenol성 화합물등의 연구가 되어져 있으며

(Shin 등, 2002; Yoon 등, 2002; Yoon 등, 2003; Han 등,

2013) 복분자 과실의 특성이나 항산화 활성 또는 식품, 화장품

소재로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Oh 등, 2007; Park

등, 2007; Lee 등, 2011), 있다. 또한 복분자 씨앗을 동결건조

하여 마쇄한 뒤 70 % 에탄올 추출을 하여 안토시아닌 계열인

cyanidin-3-O-glucoside와 Phenolic acid 계열인 gallic acid와

p-coumaric acid, gallic caid, ellagic acid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다량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Choi 2012). 복분자 씨앗의 효

과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복분자 씨

앗의 항염증 소재로서의 활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피부 각질형

성세포에 UV-B와 TNF-α/IFN-γ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도한 후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bromide (MTT)

assay를 통한 독성 평가, ROS 활성 억제 평가, interleukin-1β (IL-

1β), IL-6, IL-8, PGE2, COX-2, filaggrin 발현에 복분자 씨앗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항염증 소재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및 시료 추출물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복분자 씨앗은 경상북도 김천시 삼도봉 오미자

농장에서 구입하여 세척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실험재료로 사

용하였다. 분쇄된 씨앗(100 g)을 70 % EtOH에 24시간 침적시키

고 추출된 여액을 감압 농축하였다. 70 % EtOH 용매 침적추출

과 농축하는 과정을 3회 반복 하였으며 동결건조를 통하여 건

조된 70 % EtOH 에탄올 추출물(3.9 g)을 얻었다.

시약

세포배양에 사용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mycin, 0.4 % trypan

blue stain은 Hyclone (Logan, UT,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haemacytometer (Marienfeld, Germany), MTT는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항산화와

mRNA발현에 측정된 시약인 ROS-Glo assay, GoScriptTM

Reverse Transcriptase, GoTaq® Flexi DNA Polymerase는 Promega

Corporation (Madison, WI,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그 외 항

염증 및 피부 장벽 측정에 사용된 시약인 PGE2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kit는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에서, RIPA buffer, HaltTM Protease Inhibitor

Cocktail Kit, BSA kit는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고 antibody중 COX-2 cyaman chemical

(Ann Arbor, MI, USA), iNOS BD Biosciences Pharmingen

(Heidelberg, Germany) filaggrin antibody와 anti-rabbit IgG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body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세포배양

사람의 각질형성세포주(human keratinocyte cell)는 HaCaT세포

는 계명대학교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세포는 10 % FBS

과 1 % penicillin/streptomycin (100 U/mL)을 첨가한 DMEM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37oC, 5 % CO2 incubator에 적응시켜 계

대 배양하였다.

MTT assay에 의한 세포 독성 측정

HaCaT 세포를 96 well plate에 5×103 cells/well이 되게 0.18

mL 분주하고, 복분자 씨앗 추출물을 각각 5, 10, 25, 50, 100

μg/mL의 농도로 조제하여 0.02 mL 첨가한 후 37oC, 5 %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여기에 5 mg/mL 농도로 제

조한 MTT 용액 0.02 mL를 첨가하여 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

을 제거하고 각 well당 DMSO 0.15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15

분간 반응 시킨 뒤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세포 독성 측정은 시료용액의 첨가군와 무첨가군의 흡

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ROS 생성량 측정

HaCaT 세포에 복분자 씨앗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했을 때

ROS의 생성량을 측정하기 위해 96-well white plate에 각 well

당 2×105 cells/well 세포가 되도록 심어준 후 24시간을 안정화

하였다. 이후, 배양된 배지를 제거하고 복분자 씨앗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24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제조사의 매뉴

얼에 따라 ROS Glo H2O2 assay를 수행하였다.

Prostaglandin E2 (PGE2) 생성량 측정

세포배양액 내의 PGE2 생성량은 ELISA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Raw 264.7 cell은 DMEM배지를 이용하여 5×104 cells/

mL로 조절한 후 12 well plate에 접종하고, 5 % CO2 incubator

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세포에 1 μg/mL의 LPS를 처리 한 뒤

1시간 후에 5, 10, 25 μg/mL의 복분자 씨앗 추출물을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상등액을 취하여 PGE2를

측정하였다.

RNA 분리 및 mRNA 발현 측정

RNA는 UVB와 IFN-γ/TNF-α를 조사한 후 24시간 뒤에 TRI-

solutionTM (BioScience Technology)시약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분리하였다. 5×105 세포에 1 mL의 Trizol 시약

을 넣고 세포를 용해시켜 상온에 5분간 방치한 후, 여기에 0.2

mL의 chroloform을 추가하고 잘 혼합한 후 13,000 rpm로 10분

간 원심 분리하였다. 분리된 RNA는 diethyl procarbonate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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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ELISA reader로 RNA purify를 측

정한 뒤, 2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농도를 정량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cDNA 합성은 GoScriptTM Reverse Transcriptase

를 사용하여 합성하였으며, PCR은 GoTaq® Flexi DNA

Polymerase와 각각의 primer를 이용하여 실험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primer 염기서열은 Table 1과 같다.

Western blot을 이용한 단백질의 발현 측정

COX-2, filaggrin 활성을 보기 위하여 HaCaT 세포를 6-well

plate에 각 well당 5×105 cells/well이 되도록 seeding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cell을 안정화 시켰다. 배지를 제거한 후 복분자

씨앗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배지로 24시간 배양한 후 다시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2번 세척한 뒤, RIPA buffer를 이용하

여 HaCaT세포를 분해하였다.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은 정

량하여 20 μL의 단백질을 10 %의 SDS-PAGE gel에서 전기 영

동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은 PVDF membrane에 옮긴

다음 실온에서 1시간 blocking buffer (5 % skim milk in TBST)

에서 incubation 시켰다. COX-2와 filaggrin protein 각각의 1차

항체를 1:1,000으로 희석하여 4oC에서 over night한 다음, 다시

10분 간격으로 TBST로 3회 washing 하고 mouse anti-rabbit

IgG HRP의 각각의 2차 항체를 1:1,000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2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3회 washing한 뒤 LAS 4,000 image

analyzer (Fugifilm life science, Tokyo, Japan) 기기를 이용하

여 밴드 확인 및 정량 하였다.

통계처리

결과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차 검증은 분

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

test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수준 p <0.01, 0.005, 0.001에서 검

증하였다.

Fig. 1 Effect of 70 % EtOH extract from Rubus occidentalis Seed 70 %

EtOH on proliferation of human keratinocyte cell (HaCaT). HaCaT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 in DMEM medium containing 10 % FB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SE for 24 h and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reagent. The values shown represent mean ± SEM of

three different assays. *p <0.01, **p <0.005 compared with absence of

RSE

Table 1 The sequences of the primers of the IL-1β, IL-6, IL-8 and

GAPDH for HaCaT cells

Gene Primer Sequence (5' 3')

IL-1β
Forward CTTCTCTGCAGCACATCC

Reverse AAGACCTCTCAAGGCTTTG

IL-6
Forward GTCTGTGCTGATCCCAGTGA

Reverse TTGTCACCAGACGCGGTGTG

IL-8
Forward AAGCTGGCCGTGGCTCTCTTG

Reverse AGCCCTCTTCAAAAACTTCTC

GAPDH
Forward TGCACCACCACCTGCTTAGC

Reverse GGCATGGACTGTGGTCATGAG

Fig. 2 Effect of 70 % EtOH extract from Rubus occidentalis Seed on

UVB and IFN/TNFα-induced expression of ROS in HaCaT cells. HaCaT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 in DMEM medium containing 10 % FB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SE for 24 h. ROS level was

determined by ROS was determined by ROS-Glo H2O2 assay kit. The

values shown represent mean ± SEM of three different assays. *p <0.01,

**p <0.005 compared with absence of RSE

Fig. 3 Effect of 70 % EtOH extract from Rubus occidentalis Seed on

UVB and IFN/TNFα-induced expression of PGE2 in HaCaT cells.

HaCaT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 in DMEM medium containing 10

% FB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SE for 24 h. The

supernatant was collected from each well and PGE2 was determined by

ELISA kit. The values shown represent mean ± SEM of three different

assays. *p <0.01, **p <0.005 compared with absence of 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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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Human keratinocyte (HaCaT)의 생존율 확인

HaCaT 세포를 이용하여 복분자 씨앗 추출물에 대한 세포생존

율을 확인하고자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복분자 씨앗 추출

물을 농도별(5, 10, 25, 50, 100 μg/mL)로 처리한 결과 추출물

에서 5, 10, 25 μg/mL 처리 시 HaCaT 세포의 생존율에 큰 영

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50, 100 μg/mL의 농도 별 처리 시에

는 세포의 생존율이 72.3, 65.3 %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복분자 씨앗 추출물의 고농도로 처리 시 세포의 viability

를 저해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

ROS 생성 억제 효과

피부에 UV-B의 노출은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생성을 야기시키며(Fisher 등, 1997; Yoon 등, 2003; Han

등, 2013), 이때 생성되어지는 ROS는 피부세포 내에서의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신호전달 과정화에 영향을 미

쳐 피부손상과 관련된 전사인자들을 활성 시킨다(Di Girolamo

등, 2006; Shimauchi 등, 2008). 이러한 피부 세포 손상의 원

인이 되는 ROS의 발현억제율을 살펴보고자 HaCat 세포내

UVB와 IFN-γ/TNF-α를 조사하여 ROS를 유도한 뒤 복분자 씨

앗 추출물을 처리하여 항산화능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UVB

와 IFN-γ/TNF-α를 처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ROS 생성량이

Fig. 4 Effect of 70 % EtOH extract from Rubus occidentalis Seed on

UVB and IFN/TNFα-induced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mRNA in HaCaT cells. HaCaT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 in DMEM

medium containing 10 % FB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SE for 24 h. mRNA level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The

values shown represent mean ± SEM of three different assays. *p <0.01,

**p <0.005, ***p <0.001 compared with absence of 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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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배 증가되었으며, 복분자 씨앗 추출물의 경우 농도 의존적으

로 ROS 생성량이 감소되는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25

μg/mL의 농도에서는 25 %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며 정상군과 비

슷한 ROS 발현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이처럼 복분

자 씨앗 추출물은 자외선으로 유도한 ROS의 생성을 세포 독성

없이 각질형성세포내에서의 효과적으로 감소 시킴으로 ROS로

인하여 활성화 되는 피부 손상인자들의 활성화 억제에 영향을

미쳐 피부 염증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PGE2 생성 억제 효과

체내 염증과정에서는 과량의 NO 및 PGE2등의 염증인자가

iNOS 및 COX-2에 의해 형성된다. 이 중 PGE2는 염증반응, 면

역반응, 그리고 angiogenesis를 촉진하는 등 암 발생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sferrer 등, 1994;

Beissert 등, 2006). HaCaT 세포에서 UV-B와 IFN-γ/TNF-α를

처리한 후 PGE2 억제효과를 ELISA kit로 측정하였다. HaCaT

세포에 UV-B 와 IFN-γ/TNF-α를 처리하여 PGE2의 생성을 유

도한 후 복분자 씨앗 추출물 5, 10, 25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PGE2 생성억제를 측정한 결과 Fig. 3과 같이 10 μg/mL의 농도

에서 15 %, 25 μg/mL의 농도에서 30 %에 가까운 높은 억제 효

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복분자 씨앗 추출물이 UV-B와 IFN-γ/

TNF-α에 의해 발현되는 PGE2 발현 억제 조절을 통해 항염증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염증매개물질인 PGE2

분비량 조절 효과를 통하여 각질형성세포 내에서의 피부 염증

완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IL-1β, IL-6, IL-8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

UVB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인 표피층에 주로 작용하여 cytokine

과 chemokine의 분비를 통해 염증반응을 일으키며(Fisher 등,

1997; Di Girolamno 등, 2006; Shimauchi 등, 2008) 특히

UVB로 유도된 IL-1β, IL-6, IL-8과 같은 pro-inflammatory

cytokine의 발현이 피부 손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Granstein

and Matsui 2004). 각질형성세포에서 복분자 씨앗 추출물이 염

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인 IL-1β, IL-6, IL-8의 mRNA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UVB와 IFN-γ/TNF-α에 의해

증가된 IL-1β, IL-6, IL-8의 mRNA의 발현이 복분자 추출물의

최고 농도인 25 μg/mL의 농도에서 35, 28, 42 %의 발현 억제

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Fig. 4). 따라서 복분자 씨앗

추출물이 피부 자극 시에 초기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인 IL-1β,

IL-6, IL-8의 발현을 억제 시킴으로써 염증 초기 작용 기전을

억제함으로써 피부 자극 완화 효과를 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

어 진다. 또한 대표적인 염증 유발 효소인 사이토카인 하위 인

자(iNOS, COX-2, PGE2)들을 억제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COX-2 및 Filaggrin 단백질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UV-B의 노출된 피부는 ROS의 한 형태인 COX-2를 생성하여

피부 염증 반응의 매개물질들의 발현이 증가되어지고(Welss 등,

2004), 피부세포내에서의 사이토카인의 발현 또한 염증 매개 인

자인 COX-2의 발현을 증가시켜 피부염을 일으키게 된다(Hong

등, 2002; Hur 등, 2010). 표피의 각질형성세포로 분화되는 과

정에서 각질형성세포는 납작한 모양의 핵이 없는 각질세포로 변

형되고, 동시에 표피의 과립층과 유극층 상부에서 involucrin

(Elias 등, 1999), 표피의 과립층과 각칠층에서 loricrin, 피부보

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filaggrin (Fuchs 1993; Steinert

1995, Ishida-Yamamoto 등, 1997) 등 분화를 촉진하여(Steven와

Steiner 1994; Steinert와 Marekov 1995), 각질 내 keratin

Fig. 5 Effect of 70 % EtOH extract from Rubus occidentalis Seed on

UVB and IFN/TNFα-induced expression of COX-2 and filaggrin protein

in HaCaT cells. HaCaT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 in DMEM medium

containing 10 % FB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RSE

for 24 h. Protein level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The values shown

represent mean ± SEM of three different assays. *p <0.01, **p <0.005,

***p <0.001 compared with absence of 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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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ament를 응집함으로써 단단하고 평편한 구조인 각질세포막을

형성, 피부의 강력한 물리적인 장벽과 투과장벽기능에 기여하게

된다(Taïieb 1999). 이러한 피부장벽을 구성하는 주요 인자들의

발현이 감소되면 인체와 외부환경 사이의 투과막인 피부각질장

벽이 손상되고 이에 따른 경표피수분손실의 증가와 수분결합력

이 감소에 따른 피부 염증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HaCaT

세포내에서의 UVB조사와 사이토카인 처리에 따른 피부 염증

과 피부 장벽에 주요한 인자인 COX-2와 filaggrin의 발현에 복

분자 씨앗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복분자 씨앗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정상세포군에 비해 COX-2의 발현이

3배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복분자 씨앗 추출물을 농

도별로 처리시 5 μg/mL의 농도에서는 20 % 이하의 낮은 COX-

2 발현 억제율을 나타내었지만 10, 25 μg/mL의 농도에서는 25,

58 %의 높은 발현 억제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피부장벽에 주요

한 인자인 filaggrin의 발현율 측정결과 복분자 씨앗 추출물 25

μg/mL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filaggrin 발현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5). 복분자 씨앗 추출물은

각질형성세포층에서 filaggrin 발현을 증가 시킴으로써 UV에 의

해 발생된 각질형성세포의 구조 손상에 따른 염증발생을 완화

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의 수분 함유 능력 증강, 피부 건조의 방

지 등의 표피 보호 효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복분자 씨앗 추출물이 피부 각질형성세포의 피부 장벽을 개선

시켜 피부 염증 보호에 영향을 주는 것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복분자 씨앗 추출물은 HaCat 세포내에서 염증 매개 인자의

발현 억제시켜줌과 동시에 피부 장벽 개선 효능을 갖는 것으로

확인하여 항염증 소재로써 이용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초 록

HaCaT 세포에서 UVB와 IFN-γ/TNF-α에 의한 염증 관련 인자

의 활동에 복분자 씨앗 추출물의 항염증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복분자 씨앗 추출물은 HaCaT 세포에서

UVB와 IFN-γ/TNF-α에 의한 ROS 유도 활성과 interleukin-1β,

interleukin-6, interleukin-8의 발현을 억제 하였다. 또한 염증 매

개인자인 cyclooxygenase-2 (COX-2)의 발현 또한 억제 시켰으

며, COX-2에 의해 증가되어 지는 PGE2의 발현 또한 억제 시

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복분자 씨앗 추출물의 피

부장벽의 주요 인자인 filaggrin의 발현을 측정해 본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손상된 filaggrin의 발현을 증가 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복분자 씨앗 추출물이 표피 층의 손

상을 회복함으로써 염증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복분자 씨앗 추출물은 UVB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염증을 개선시킴으로써 항염증에 효능이 있는 추

출물임을 확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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