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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손상에는 알레르기성 염증 산화 스트레스,

등 수많은 세포 내외의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
인 이 작용하며 최근 알레르기성 세포손상과 산화,

적 세포손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레르.

기성 세포손상은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음식 알레

르기 원인물질 등으로 인한 병적인 과민반응에 기

인한다1) 알레르겐에 대한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야.

기되는 알레르기성 염증 반응은 Th2 (T-helper type

세포반응으로 대표되는데 및 와 종양괴2) , IL-4 I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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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자 와 같은 사이토카인(Tumor necrosis factor)-α
이 관여하고 과, eotaxin macrophage chemoattractant

같은 케모카인이 알레르기성 염증protein 3 (MCP-3)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6)
또한 과민 반응은. ,

특정한 자극에 노출되면 증상이 재발하게 되므로

면역학적 또는 다른 기전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여

러 반응을 증폭시키게 된다 염증과 면역 반응을 조.

절하고 세포 증식 및 분화에 관여하는 단백질 인자

인 사이토카인에는 뿐만 아니라, TNF- , IL-1, IL-4α
및 등이 있다 이중 과 는IL-6 . IL-1 TNF- proinα -

사이토카인으로 세포손상 유도와 강력flammatory

한 염증조절 기능 및 사이토카인 관련 염증반응에

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

또한 는 천식과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성 염증반I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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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uppressive effects of ore minerals on the allergic cell damages and oxida-

tive cell damages. The ore minerals significantly reduced the productions of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

) and interleukin-4 (IL-4) in rat basophilic leukemia cells challenged with 2,4-dinitrophenol-bovine serumα
albumin (DNP-BSA). Lipoxygenase activity was also reduced by the ore minerals. Moreover, the ore minerals

showed weak protective effects on the oxidative damage induced by hydrogen peroxide in pig kidney cells

and retinal ganglion cells. Photohemolysis of erythrocytes in the presence of rose-bengal as a sensitizer was

also inhibited by ore minera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ore minerals may be useful as the protectant

for allergic and oxidative cel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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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에 관, B-cell

여하여 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내피세포내IgE vas-

의 유전자발cular cell adhesion molecule-1 (VCAM-1)

현을 유도하여 백혈구의 혈관외 유출에 크게 관여

하고 있다8)
.

알레르겐에 의해 비만세포가 활성화되면 염증관

련 세포의 활성화가 유도되고 주로 히스타민과 사이

토카인 및 류코트리엔을 방출하여 염증과 열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알레르기성 세포손상도.

염증반응을 수반하여 발생되는데 는, lipoxygenase

아라키돈산으로부터 류코트리엔 생합성 반응에 관

여하는 효소로서 류코트리엔과, hydroxyeicosate-

등을 생성시킬 수 있는 효소이다traenoic acids .

는 염증과 알레르기성 반응에 중요한Lipoxygenase

역할을 하며 비만세포 호산구 호염구에서 유리되, ,

는 화학매개체로 염증세포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의

화학주성과 활성화에 관여한다 또한 대장암 세포.

의 증식이 에 의해 생성되는 류코트리lipoxygenase

엔과 특정 양이 증가할hydroxyeicosatetraenoic acids

수록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으며10) 저해, lipoxygenase

제가 대장암 폐암 증식과 발암물질의 발현을 막을,

수 있음이 보고되기도 했다
11)
.

이에 비해 산화적 세포 손상은 세포내에서 활성

산소 와 활성질소(ROS; reactive oxygen species)

가 증가되어 대사조(RNS; reactive nitrogen species)

절이 파괴됨으로써 발생한다 활성산소종은 세포안.

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생성되는데 생체내에서 미

토콘드리아와 세포질의 전자전달 과정에서 생성되

기도 한다12) 다양한 활성산소종은 생체내에서 생리.

학적 과정의 매개체로 작용하여 각종 염증질환을

유발하며 산화적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서는 세포사멸을 유도하기도 한다13) 뿐만 아니라.

돌연변이와 암 노화 면역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 ,

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15)

활성산소의 대표적.

인 물질중의 하나인 H2O2는 생체막을 비교적 자유

롭게 통과하고 세포내에서 과 같은hydroxyl radical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강력한 산화제로 산화스트레

스를 유발한다 은 세포막의 지질 과. Hydroxyl radical

산화 반응을 야기시키고 특히 세포내에 단백질 산,

화 손상과 를 유발, lipid peroxidation, DNA apoptosis

한다고 알려져 있다16,17) 또한 세포 신호전달과정에.

영향을 주며 세포내 거대분자를 산화시킴으로써,

세포의 항상성을 파괴하고 알츠하이머병 파킨슨, ,

병 동맥경화와 같은 퇴행성 질병의 원인과 일반적,

노화에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활성질소는 peroxinitrite(ONOO
- 와) NO(nitric ox-

등의 질소화합물들을 총칭하여 일컫는데 최근ide)

활성질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활성.

질소중 ONOO
-는 보다 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NO

알려졌으며 단백질 지질 그리고 의 산화 등을, , DNA

통하여 혈관 평활근의 세포 이완 혈소판 응집 저해, ,

지질과산화 유도에 의한 세포 독성 등에 관여한다18)
.

또한 는 같은 로 부NO S-nitrosoglutathione NO donor

터 생성되거나, neuronal nitric oxide synthase, in-

등의 효소에 의해 합성ducible nitric oxide synthases

되어 와 같은 를 유발하는 신호전apoptosis cell death

달물질이다 또한 를 일으킬 수 있. necrotic cell death

을 뿐만 아니라 손상 및 지질과산화 등 세포내DNA

에 다양한 작용을 나타낸다19,20)
.

이러한 알레르기성 세포손상과 산화적 세포손상

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대표적 물질로는 항

산화물질을 들 수 있다 항산화물질은 이. free radical

나 를 생성하는 속도를 억제하고 안정hydroperoxide

한 화합물로 전환시킴으로써 세포의 산화를 억제시

켜 생성에 의한 노화 및 암을 비롯한 각종 질, ROS

병을 억제할 수 있다 항산화물질에는 미네랄 비타. ,

민 폴리페놀 및 아스타잔틴 등 다양한 물질이 알려,

져 있는데 그 중 셀레늄은 세포막 손상을 방지하는,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 과산화효소의 생성에 영

향을 주며 지방의 과산화를 막아 세포의 기능 손상,

을 예방한다.

최근 미네랄의 항산화 기능이 밝혀지면서 광물성

미네랄에 대한 연구도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

지질학 은 동식물과 인간의 건강(Medical geology)

한 삶의 문제와 지질학적인 측면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는 다학제 융합과학으로서 유럽을,

중심으로 인체건강과 광물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

로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연구분야이

다21,22) 광물성 미네랄 토양 물 등 많은 요소들이. , ,

지질환경을 구성하는 필요 요소들로 그 중 미네랄

이 인체 건강을 조절하는 중요 인자로 대두되고 있

다 미네랄은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로 어떤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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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체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23,24) 어떤 질병.

은 특정 무기물의 부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무기물은 광물 점토 광석 등 지구표면에 유, ,

기체가 사는 곳에 편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과도 공통의 구성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동의보감에.

는 종의 약용광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약용광물에92

는 철분 칼슘 등의 인체에 유익한 무기물을 다량 함,

유한 견운모 적석지Sericite( ), Halloysite( ), Mucovite

백운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약용광물의( ) .

약리학적 효과가 다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과학적 입증이 전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세포와 분,

자 수준에서 광물성 미네랄의 효능평가는 전혀 시

도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견운모 등을 사용하여 제Sericite( )

조한 광물성 미네랄이 다양한 세포손상에 미치는

회복 효과를 살펴보았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방출.

로 인한 세포손상과 활성억제를 측정lipoxygenase

하였으며 산화 스트레스 및 광용혈 반응으로 세포,

에 손상을 준 후 광물성 미네랄이 세포손상에 미치

는 회복효과를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2.
실험재료2.1.

실험물질로 사용한 광물성 미네랄은 엔티앤비티

주 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광물성 미네랄 분말( )

을 용액에 녹여 분산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시켜 사용하였다.

실험방법2.2.
세포주 및 세포주의 배양2.2.1.

본 연구에 사용한 rat basophilic leukemia cell line

인 세포와 인RBL-2H3 pig kidney cell line LLC-PK1

세포 및 인 세포는retinal ganglion cell line RGC-5

로부터 분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양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와. RBL-2H3 RGC-5

세포는 10% heat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

과(Hyclone) 1% antibiotics (penicillin-streptomycin)

이 첨가된(Hyclone) DMEM (Dulbecco's modified

배지를 사용하고Eagle medium) (Hyclone) , LLC-PK1

세포는 3% heat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

과(Hyclone) 1% antibiotics (penicillin-streptomycin)

이 첨가된 배지를 사용하(Hyclone) M199 (Hyclone)

였으며, 5% CO2 가 공급되는 의, 95% air 37 CO℃ 2 배

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증식 측정2.2.2.
MTT (3-(4,5-dimethylthiozol-2-ly)-2,5-diphenylte-

용액은 에 의trazolium bromide) 1XPBS buffer 5 mg/ml

를 용해 후 살균된 여과지로 여과하여 불용성MTT

물질을 제거한 것을 사용하였다 세포수를. 3×10
6

로 희석하여 에 씩 분주한cell/ml 96-well plate 100 lμ
뒤 5% CO2 가 공급되는, 95% air CO2 배양기에서 24

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광물성 미네랄 분말을 녹인.

용액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시간 더 배양하고 조24

제한 용액을 씩 첨가하여 에서MTT 50 l/well 37μ ℃
시간 동안 반응시켜 살아있는 세포가 보라색의 불2

용성 을 형성하게 되면formazan DMSO (dimethyl

를 씩 가하고 잘 교반하여 침전sulfoxide) 100 l/wellμ
물을 완전히 용해하였다 용해된 산물이. formazan

들어있는 각 의 흡광도는 를 이용well ELISA reader

하여 에서 측정하였다 결과는 대조군의 살570 nm .

아있는 세포를 로 하였을 때의 상대적인 비율100%

로 나타내었다.

의 발현양 측정2.2.3. TNF-α
을RBL-2H3 cell 5x10

5 로 에cell/well 24 well plate

한 후 배지에서 배양하였다seeding DMEM . 1 g/mlμ
의 가 들어간 배지에서 시간 배양anti-DNP-IgE 20

한 후 의 시료를 넣고 시간 동안 배양하였0.2 ml 4

다 를 넣고 에서 시. 1 g/ml DNP-BSA 0.2 ml , 37 4μ ℃
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 상등액을 모아서 에400 x g

서 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해서5 , 50 lμ
용 에 넣어서 의 발현을 측ELISA 96 well plate TNF-α

정하였다 의 발현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TNF- capα -

항체를 각 에 씩 넣고 에서 밤새ture well 100 l 4μ ℃
반응시킨 후 를 이용하여 회 수세하였wash buffer 3

다 각 에 을 넣고 상온에서. well assay diluent 200 lμ
시간 반응시켰으며 회 후 희석해둔 표준물1 3 wash

질과 시료 그리고 대조군을 씩 넣고 상온에서, 100 lμ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를 이용하여2 . wash buffer 5

회 수세후 항체를 각 에 씩 넣고detector well 100 l ,μ
상온에서 시간 반응시켰다 를 이용하1 . wash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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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회 수세후 각 에 기질을 씩 넣고 상온7 well 100 lμ
의 어두운 곳에서 분간 반응시켰다 그리고 각30 .

에 을 씩 넣고 분 이내에well stop solution 50 l 30 450μ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nm

25~27)
.

의 발현양 측정2.2.4. IL-4
을RBL-2H3 cell 5x10

5 로 에cell/well 24 well plate

한 후 배지에서 배양하였다seeding DMEM . 1 g/mlμ
의 가 들어간 배지에서 시간 배양한anti-DNP-IgE 20

후 의 시료를 넣고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0.2 ml 4 .

를 넣고 에서 시간1 g/ml DNP-BSA 0.2 ml , 37 4μ ℃
동안 배양한 후 배양 상등액을 모아서 에서400 x g

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해서5 , 50 l ELISAμ
용 에 넣어서 의 발현을 측정하였96 well plate IL-4

다.

억제 활성 측정2.2.5. Lipoxygenase
광물성 미네랄의 억제 활성을 측정lipoxygenase

하기 위하여 완충액 에0.1 M borate (pH 9.0) lip-

을 첨가하고 광물성 미oxygenase (Sigma) 110 Units

네랄 조성물을 로 연속 희석한 후0.2%, 0.4% 100 lμ
첨가하였다 에서 분간 반응시킨 뒤. 30 10 500℃ μΜ

를 첨가하고 에서 흡광도 변화를linoleic acid 234nm

측정하였다.

세포수준에서의 산화스트레스 측정2.2.6.
돼지 신장세포주인 세포주와 쥐 망막신LLC-PK1

경절 세포인 세포주를 각각 에RGC-5 96 well plate

당well 1x10
4 을 깔아주고 에서 하루 동안 배cell 37℃

양하였다 세포에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농도의 H2O2를 처리하고 동시에 광물성 미

네랄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3 .

배지를 제거한 후 조제한 용액을 씩MTT 50 l/wellμ
첨가하여 에서 시간 동안 반응시켜 살아있는37 2℃
세포가 보라색의 불용성 을 형성하게 되면formazan

를 씩 가하고DMSO (dimethyl sulfoxide) 100 l/wellμ
잘 교반하여 침전물을 완전히 용해하였다 용해된.

산물이 들어있는 각 의 흡광도는formazan well

를 이용하여 에서 측정하였다ELISA reader 570 nm .

결과는 대조군의 살아있는 세포를 로 하였을100%

때의 상대적인 비율로 나타내었다 양성대조군으로.

는 항산화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을astaxanthin

사용하였다.

광용혈 억제 측정2.2.7.
채혈 즉시 이 첨가된 시험관에 전혈을 넣heparin

은 후 에서 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적혈구3,000 rpm 5 .

만 분리하여 로 회 세0.9% saline phosphate buffer 3

척하여 원심분리하고 백혈구 층을 제거하였다. 5×

10
6

의 적혈구 현탁액 을 시험관에 넣고cell/ml 3.5 ml

광물성 미네랄 용액을 첨가하고 어두운 곳에50 lμ
서 반응시켰다 을 넣고. 12 M rose bengal 500 l parμ μ -

으로 입구를 봉한 후 분간 광조사하였다 광afilm 15 .

조사시 암상자 안에서 의 형광등과 거리20 W 5 cm

에서 평행이 되게 하였다 광조사가 끝나면 어두운.

곳에 두고 시간에 따른 적혈구의 파괴정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700 nm .

통계학적 분석2.2.8.
결과는 독립된 번의 실험을 통해3 Mean ± SEM

으로 나타내었으며 통계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세 집단 이상의 유의성은.

를 사용하여 분석했으며ANOVA Duncan's multi-

에 따른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ple-range test .

실험에서 유의한 p값은 이하로 분석하였다0.05 .

결 과3.
3.1. 광물성미네랄이세포생존율에미치는효과

에서는 인Fig. 1 rat basophilic leukemia cell line

세포주에 다양한 농도로 희석한 광물성RBL-2H3

미네랄을 처리한 후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 광물성 미네랄 농도가. 0.0156%

과 사이에서는 세포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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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relative cell viability of RBL-2H3 cells in the

presence of ore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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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광물성 미네랄이 알레르기성 세포 손상에3.2.
미치는 효과
는 염증성 중의 하나로TNF- cytokine macrophageα

뿐만 아니라 lymphoid cells, mast cells, endothelial

등 다양한 종류의 세포에서도 만들cells, fibroblasts

어진다 염증반응 모델 세포인. rat basophilic leuke-

인 세포에서 광물성 미네랄의mia cell line RBL-2H3

방출 억제 효능을 확인하였다TNF- (α Fig. 2). DNP-

자극에 의한 염증세포의 방출을 측정하BSA TNF-α
였고 광물성 미네랄을 첨가하였을 때 방출이TNF-α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성 미네랄 와. 0.25%

는 방출을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0.5% TNF- 45%α
나타났다.

는 와 의 결합이후 의 자IL-4 IgE basophils allergen

극에 의해 방출되는 중의 하나로 과cytokine B-cell

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염증을 유발하T-cell ,

는 로 작용한다 에서는 세mediator . Fig. 3 RBL-2H3

포에서 광물성 미네랄의 방출 억제 효능을 확IL-4

인하였다 그 결과 광물성 미네랄이 자극. DNP-BSA

에 의한 염증세포의 방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IL-4

타내었다 특히 광물성 미네랄의 방출 억. 0.5% IL-4

제율은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50% .

는 류코트리엔 지질 합성에 관련된Lipoxygenase

효소로서 염증과 알레르기성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류코트리엔은 비만세포 호산구 호염구에서. , ,

유리되는 화학매개체로 염증세포에서 알레르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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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ore minerals on the TNF- release inα
RBL-2H3 cell.

a,b : p 0.05 versus the DNP-BSA stimulation＜
group.

응 활성화와 화학주성에 관여한다. Fig 는 광물성. 4

미네랄의 농도의존적 활성 억제 양상lipoxygenase

을 보여준다 광물성 미네랄 는 활. 0.2% lipoxygenase

성을 약 감소시켰으며 일 때는 대조군에18% 0.4%

비해 약 의 활성억제 양상을 보였다55% .

광물성 미네랄이 산화적 세포손상에 미치3.3.
는 효과

인 세포에 의Pig kidney cell line LLC-PK1 200 Mμ
H2O2를 처리한 후 광물성 미네랄을 처리하였을 때,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이 회복되는지 살펴

보았다 그 결과. 200 M Hμ 2O2는 대조군 대비 생존하

고 있는 세포의 약 정도에 손상을 유발하였으20%

나 광물성 미네랄 처리에 의해 약 의 회복, 0.25% 5%

효과를 나타냈다 (Fig. 5).

에서는 망막 신경절 세포인 세포의Fig. 6 RGC-5

산화적 손상에 광물성 미네랄이 미치는 영향을 살

Ore mi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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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ore minerals on the IL-4 release in

RBL-2H3 cell.

a : p 0.05 versus the DNP-BSA stimul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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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ion of lipoxygenase activity by ore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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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ibitory effects of ore minerals on the H2O2-

induced oxidative damage of LLC-PK1 cells. The

final concentration of the ore minerals used were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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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hibitory effects of ore minerals on the H2O2-

induced oxidative damage of RGC-5 cells. The

final concentration of the ore minerals used were

0.25%.

펴보았다 그 결과. 1 mM H2O2를 처리하였을 때 세

포손상이 약 정도 진행되었으나 광물성30% 0.25%

미네랄 처리에 의하여 약 세포손상이 억제되었5%

다 항산화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양성대조군.

인 처리에 의하여 동일조건에서astaxanthin 0.25%

세포증식이 약 정도 증가하였다20% . 1.5 mM H2O2

를 처리하여 세포증식이 약 정도 억제되었을50%

때 광물성 미네랄을 처리한 경우에도 약 정5-10%

도 세포생존이 회복되었다.

광물성 미네랄의 광용혈 억제 효과 측정3.4.
은 광물성 미네랄의 적혈구의 광용혈 억제Fig. 7

효과를 측정한 결과이다 적혈구에 각각의 시료를.

처리한 후 광증감제인 을 처리하rose bengal (12 M)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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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ppressive effects of ore minerals on the rose

bengal-sensitized photohemolysis.

고 분간 광조사후 용혈 정도를 암소에서의 반응15 ,

시간에 따라 투광도로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

과 을 처리하지 않고 광조사만 한 경우rose bengal

분까지 반응시켰을 때 약 의 용혈현상이 일어90 5%

났다 이에 비해 존재하에서 분간 반. rose bengal 30

응시켰을 때 약 분 반응시켰을 때 약 의50%, 90 60%

광용혈이 일어났으며 적혈구 세포가 용혈되는50%

데 걸리는 시간이 분으로 나타났다30 .

반면 광물성 미네랄 전처리 후 을1% rose bengal

분간 반응시켰을 때 약 의 광용혈이 일어났30 20%

으며 적혈구 세포가 약 용혈되는데 걸리는 시, 50%

간은 분 정도로 나타났다 비타민 처리90 . C 0.001%

시에도 적혈구 세포가 약 용혈되는데 걸리는50%

시간은 분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물90

성 미네랄이 광용혈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고찰 및 결론4.
본 연구에서는 광물성 미네랄이 알레르기성 세포

손상과 산화적 세포손상에 대해 회복효능을 보이는

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광물성 미네랄이 생쥐 기관지 세척액내의 와IL-4

의 발현을 억제하였고 생쥐 폐조직의 조직학TNF- ,α
적 실험에서 염증관련 세포가 감소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27)
또한 광물성 미네랄은 자외선이 조사된.

사람 피부세포에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

발현을 억제시켰으며28) 생쥐 피부 전층 창상에 대,

해서도 상처회복 효과를 나타냈고
22)
그람양성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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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람음성 세균에 대한 항균 효능을 보였다
29)
.

본 실험에서는 광물성 미네랄의 알레르기성 세포

손상과 산화적 세포손상에 대한 억제효능을 분석하

였다 광물성 미네랄이 알레르기성 세포손상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와 방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TNF- IL-4 ,α
본 실험조건에서 우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억

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증반응.

효소인 활성측정 실험에서도 광물성lipoxygenase

미네랄이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lipoxygenase

것으로 나타나 광물성 미네랄이 염증과 관련된 다

양한 인자들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였다 또한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산화적 세포손상.

에 대하여 광물성 미네랄의 억제효과를 측정한 결

과, H2O2로 손상된 세포에 광물성 미네랄LLC-PK1

이 세포 생존율을 약 정도 증가시켰고5% , RGC-5

세포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약 정도 증가하였10%

다 그리고 광물성 미네랄은 광증감제인. rose bengal

을 처리하여 적혈구에 광용혈을 유도했을 때 현저

한 용혈 억제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광물성.

미네랄이 에서 다양한 동물세포에서 다양한in vitro

형태의 세포손상에 대한 억제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세포와 분자 및 동물 수준에서 광물.

성 미네랄의 세포보호효과가 체계적으로 보완된다

면 안전성 평가 후 광물성 미네랄의 세포손상 억제,

효능이 식의약 소재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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