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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neuronal cell deaths, oxidative stress is normally implicated with a most of these deaths occurring in neurodegenerative 
disorders such as the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s. In this study, the neuroprotective effects of Schisandra chinensis 
(SC) and Ribes fasciculatum (RF) extracts on hydrogen peroxide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in neuroblastic cell line 
were investigated. For an hour, hydrogen peroxide of 100 μM concentration, was induced on neuroblastic cells, causing 
apoptic cell death. For the neuroprotection, a sample of neuroblastic cells had been pre-treated with SC and RF extracts 
for 24 hours before application of the hydrogen peroxide. No neurotoxic effects were observed in the cells that had been 
treated by SC and RF. This prove that the treatment of SC and RF extract prevented apoptotic cell death of neuroblastic 
cell line exposed to oxidative injury. In addition, applying both SC and RF extracts at a 7:3 ratio  increased the neuronal 
cell survival rate, compared to individual treatments of SC and RF extract. This study suggests that SC and RF extracts 
may be potential therapeutic agents for the prevention of neuronal cell death.

Key words: Schisandra chinensis, Ribes fasciculatum, neuronal cell death, neuroprotection, oxidative stress

†Corresponding author: Chun Whan Choi, Senior Researcher, Biocenter, Gyeonggido Business and Science Accelerator, Suwon 
16229, Korea. Tel: +82-31-888-6131, Fax: +82-31-888-6139, E-mail: cwchoi78@gmail.com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인성 질환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질병이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중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진 알

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경우 신경세포의 사멸에 의해 유발

되며,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al 등 2015). 병
의 발병 원인으로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에너지의 대사 이상

이 주된 원인으로 기인하지만, 정확한 병의 기전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Han 등 2017).
산화적 스트레스에 중요 인자인 활성산소종(Reactive Axy-



박은국 한경훈 이승희 김남기 배문형 서영하 용윤중 정선용 최춘환 한국식품영양학회지866

gen Species: ROS)은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H2O2), 초
과산화음이온(superoxide anin: O2

－), 하이드록실 라티칼(hydroxyl 
radical: OH－) 등이 속해 있으며, 이들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

안정하여 여러 세포들의 단백질 변성과 산화적 손상을 유

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ROS는 인간의 몸에서 발

생하는 질환의 대부분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량의 활성산소

는 동맥경화, 당뇨병, 암, 퇴행성 치매와 같은 각종 질병의 원
인으로 알려져 있다(Papa & Skulachev 1997; Comporti M 
2012). 신경세포 경우, 신호전달을 위한 구조적 특성상 지방질 
성분이 많아 산화적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ROS의 과잉생산은 뇌신경세포의 기능장애 및 세포

사멸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Lenaz G 1998). 이처럼 과

도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퇴행성 뇌신경질환이 유발

되며, 그 결과 인지 및 기억능력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Heo 등 2004; Bidchol 등 2011). 이러한 산화 스트

레스는 BHA(butylated hydroxyanisole), BHT(butylated hydro-
xytoluene) 등의 합성 산화 방지제들을 섭취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으나,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부작용이 

없는 천연 산화 방지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Piao 등 2005). 오미자는 생약재로써 오미자과(Schisandrae 
frucyus)는 목련과(Magnoliaceae)의 낙엽덩굴식물인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Baill)의 열매를 건조한 것으로, 오래 전

부터 민간에서 과실을 이용하여 차, 술, 화채 등을 만들어 복

용해 왔다. 오미자의 대표적인 생리활성 물질은 리그난(lignan)
으로 그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서 다른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Kim 등 2009), 신장 내 독성 억제, 항산

화, 혈당저하, 항균 등의 효과가 보고되었으며(Lee 등 2012; 
Zeng 등 2012; Wang 등 2014), gomisin A와 gomisin N은 신경

보호 효과, 항신경염증 효과, 기억력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iridharan 등 2011; Xu 등 2012). 흰쥐 모델에서

의 경우, 지질산화를 억제하고 신경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보

고되어졌다(Kim 등 2004). 칠해목은 강원도 이남 산지에서 

자라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분포되어 있으며, 본초도감에서

는 칠해목은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평하다고 하였다. 중풍, 
출혈, 통증, 신경통, 옴, 옻독 등을 해독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Jung 등(2014)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알러지 반응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산화수소로 유발된 산화스트레스 

상태의 SH-SY5Y 신경세포에서 천연 항산화 효과로 알려진 

오미자 추출물과 칠해목 추출물과의 복합물 처리에 따른 신

경 보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제조

본 연구에 사용한 오미자(국산) 약제는 협동조합약초대학

에서 구입하였으며, 칠해목(국산) 약재는 괴산약초유기농산

물협동조합에서 구입해 물로 세척하여, 건조시킨 후 사용하

였다. 에탄올 추출물은 시료 중량대비 30, 70, 100% 에탄올 

10배의 양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shaking하여 추출 후, 
상등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3회 반

복 추출하였다. 각 추출물을 원심분리 및 여과, 농축하여 동

결건조 후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

다(Kim 등 2004; Baral 등 2015).

2. 세포배양 및 산화스트레스 유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SH-SY5Y 신경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0% 
FBS(ThermoFisher Scientific, USA)와 50 μg/mL 항생제(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DMEM 배지에 첨가하여 37℃, 5% 
CO2 incubator(ThermoFisher Scientific, USA)에서 배양하였다. 
SH-SY5Y 신경세포에서 과산화수소(H2O2)를 이용하여, 산화

적 스트레스를 유도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1×104 cells/0.1 
mL/well로 분주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24시간 배양 

후 각각의 신경세포가 분주된 각각의 well에 과산화수소 10~ 
100 µM의 농도의 배양액으로 1시간씩 처리한 후, MTT assay
를 이용하여 신경세포의 생존율을 확인하였으며, 정상 세포

와 비교 시 50%의 세포사멸이 유도된 과산화수소 처리 농도

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Jeong 등 2010; Lee 등 2016).

3. 추출물의 신경세포 독성 평가
세포 생존율은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H- 

SY5Y 신경세포를 96-well plate에 1×104 cells/ 0.1 mL/well로 

분주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된 SH-SY5Y 신경세

포에 오미자 추출물과 칠해목 추출물의 세포 독성을 알아보

기 위해 각각 농도에 따라 24시간에 따라 각각 처리하였으며, 
MTT(0.25 mg/mL)를 첨가하여 4시간 동안 추가 배양한 후, 
37℃에서 반응시켰다. 이 후, 배양약을 제거하고, 100 μL의 

DMSO로 formazan을 용해시키며, 발색정도는 microplate reader 
(TECAN, Austria)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한 formazan 생성 정도는 정상 세포에서의 측정값과 비교하

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Han 등 2015).

4. 추출혼합물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 평가
오미자 추출물과 칠해목 추출물의 최적의 보호효과를 보

이는 혼합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SH-SY5Y 신
경세포를 1×104 cells/0.1 mL/well로 분주하였으며, 에탄올 추

출 농도와 추출물 농도에 따라서 각각 처리하였으며, 24시간 

배양한 후, 100 μM 과산화수소 처리하였다. 오미자․칠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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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survival rate of H2O2 concentrations in SH- 
SY5Y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10, 20, 30, 40, 50, 60, 70, 80, 90, and 100 μM) of H2O2  
and cell viability were measured by MTT assay. The data 
shown are means±SE. *: p<0.05 vs. 0, #: p<0.05 vs. 40 μM, 
&: p<0.05 vs. 50 μM.

추출혼합물의 신경세포 보호활성은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Park 등 2016).

5. 세포사멸사 단백질 분석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이 SH-SY5Y 신경세포의 세포

사멸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flow cytometry(FACS Calbur, BD 
Biosciences. USA)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SH-SY5Y 신경세

포에 오미자 추출물과 칠해목 추출물을 처리한 후, 과산화수

소를 처리한 다음, 24시간 후에 trypsin-EDTA(0.05%/mL)로 

처리하며, DMEM 배지로 교환한 다음, 포집하여 원심분리

하고 PBS로 두 번 세척하였다. 세척된 SH-SY5Y 신경세포에 

PBS 300 μL를 넣고, FITC Annexin V와 Propidium lodide buffer 
(BD Biosciences, USA)를 5 μL를 첨가하여 20분간 반응시

킨 후 1×104 세포를 flow cytometry를 이용하여, 세포 사멸을 

분석하였다. 얻어진 세포 사멸의 정보의 분석은 FACS Diva 
software(BD Bioscience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Woo 
등 2014).

6.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SPSS 20.K를 이용하

여 one 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Tukey’s HSD(honest 
significant difference))를 시행하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p<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과산화수소(H2O2) 처리에 따른 세포사
연구에 사용될 과산화수소의 처리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10~100 μM의 농도를 배양액에 첨가하여 SH- 
SY5Y 신경세포에 24시간 처리하였다. 이후, 세포의 생존율

은 MTT-assay로 측정하였으며, 세포 생존율은 정상 세포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그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산화수소를 SH-SY5Y 신경세포에 100 μM의 농

도로 처리하였을 때, 정상군과 비교 시 세포 생존율에서 50%
의 유의적인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산화수소 처리에 따

른 세포사멸은 세포의 종과 종류에 따라서 농도 차이가 나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Oh 등 2006; Choi 등 2014; Kim 
등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SH-SY5Y 신경세포에 처리되

는 과산화수소의 농도는 100 μM을 사용하였다.

2. 오미자 추출물과 칠해목 추출물의 신경세포 보호
SH-SY5Y 신경세포에서 가장 효과적인 보호효과를 보이

는 오미자 추출물(Schisandra chinensis: SC)과 칠해목 추출물

(Ribes fasciculatum: RF)의 에탄올 비율과 추출물의 농도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각각의 추출물은 0% 30%, 70% 그리

고 100%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각각의 추

출물들은 2, 10, 50 μg/mL의 농도로 SH-SY5Y 신경세포로 처

리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오미자 추출물(Fig. 2a)과 칠해목 

추출물(Fig. 2b) 모두 30% 에탄올 추출물 2, 10 그리고 50 μ
g/mL의 농도에서 과산화수소 처리군과 비교 시 유의적인 신

경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중 50 μg/mL의 

농도에서 가장 높은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Kim 등(2015)의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추출물이 

가진 다양한 성분으로 인해서 신경보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오미자 추출물과 칠해목 추출물의 처리 농도 결정
오미자 추출물과 칠해목 추출물의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30% 에탄올 추출물에서 2, 10, 50 μg/mL
의 농도로 신경세포에 처리하였다. SH-SY5Y 신경세포에서 

정상세포군인 콘트롤과 비교 시, 오미자 추출물과 칠해목 추

출물은 각각의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ig. 3a, 3b). 과산화수소 처리군과 비교 시, 
각각의 추출물들은 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세포 생존율이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c, 3d). 또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 에탄올로 추출된 오미자 추출물과 칠해목 

추출물에서 세포 생존율이 가장 높은 50 μg/mL를 추출혼합

물의 농도로 결정하였다.

4.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의 세포 보호 효과
오미자 추출물과 칠해목 추출물의 복합 처리에 따른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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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The effects of different ethanol extracts on cell survival rate. Schisandra chinensis (SC) and Ribes fasciculatum 
(RF) were extracted with four different concentrations(0%, 30%, 70%, and 100%) of ethanol and cells were treated with 
2, 10, 50 μg/mL of SC and RF extracts. The protective effects of extracts were measured by MTT assay. The data shown 
are means±SE. *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p<0.05).

(a) (b)

(c) (d)

Fig. 3. The effects of Schisandra chinensis and Ribes fasciculatum on cell survival rate and proliferation. SC and RF were 
extracted with 30% ethanol and cells were treated with ethanol extracts of SC and RF in H2O2-induced neuronal cells. 
Schisandra chinensis and Ribes fasciculatum extracts did not affect proliferation of neuronal cells. The cells were cultured with 
SC and RF extracts (2, 10 and 50 μg/mL), and the cell viability were analyzed. *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p<0.05).

SY5Y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오
미자와 칠해목 추출물과 오지마․칠해목 추출혼합물을 각각 

신경세포에 처리한 후 과산화수소 처리에 따른 신경세포의 

사멸을 관찰한 결과,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의 세포 생

존율이 오미자 추출물(%)과 칠해목 추출물(%)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병용으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에서 

15%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Byun & Byun(2015) 및 

Cha 등(2017)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추출물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 보호효과가 추출혼합물로 사용함으로써 세

포 보호효과의 상승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 비율의 결정
SH-SY5Y 신경세포에서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의 세

포 보호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각각의 추출물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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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cell survival rate of single or com-
bined Schisandra chinensis (SC) and Ribes fasciculatum (RF) 
extracts in SH-SY5Y cells. *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p<0.05).

(a) (b)

Fig. 5. Effects of different ratio of combined Schisandra chinensis (SC) and Ribes fasciculatum (RF) extracts in neuronal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ratio of 50 μg/mL combined SC and RF extracts (6:4, 7:3 and 8:2). *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p<0.05).

수율로써 6:4, 7:3 그리고 8:2로 혼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4). 실험에 사용된 각각의 추출혼합물의 농도는 10 그리

고 50 μg/mL의 농도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하기 전 신

경세포에서 독성을 확인한 결과,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

은 세포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a). 또한,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의 모든 처리군에서 과산화수소

를 처리한 콘트롤군과 비교 시 유의적인 신경세포 보호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 3b), 오미자와 칠해목의 혼합 비

율이 7:3에서 가장 유의적으로 다른 복합처리물 군보다(%) 
높은 신경세포 보호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의 세포사 억제
Annexin V와 PI는 정상세포의 세포질에 존재하는 PS(Pho-

sphatidyl Serine)가 세포사로 인하여, 세포 표면에 노출되게 

되면 Annexin V와 결합하게 되며, 이와 반대로 세포막의 손

상의 경우 PI 화합물이 세포 안에 유입되어 핵을 염색시킨다. 
즉, 본 실험에서는 뇌세포 보호활성 효능 극대화된 30% 에탄

올로 추출된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7:3)을 이용하여 

세포사멸 및 세포괴사 억제 실험을 세포자동해석분리장치

(FACS)를 이용하여 Annexin V(세포사멸)와 PI(세포괴사) 실
험을 진행하였다. Kim 등(2012)은 H2O2의 처리에 따라서 세

포 사멸이 나타나고, 농도에 따른 세포사의 종류가 다르게 나

타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도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을 10 그리고 50 μg/mL 처리에 따른 세포 사멸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6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H2O2 100 μM을 SH-SY5Y 신경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선행연

구에서 발표한 결과와 같이 Annexin V와 PI의 증가가 나타나

는 뇌세포의 사멸 및 괴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의 경우, 50 μg/mL 농
도에서 PI(세포괴사)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Annexin V(세
포사멸)의 수치 감소가 나타나 SH-SY5Y 신경세포의 세포사

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c).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이 산화적 스트레

스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국내에서 오래 전부터 오미자와 칠해목은 약용식물로 이

용해져 왔다. 오미자의 경우 생리활성 물질인 lignan을 통하

여 여러가지 효능들이 연구를 통하여 알려졌으나, 칠해목의 

경우 항염증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산화 스트레스

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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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6. Inhibitory effects of combined Schisandra chinensis (SC) and Ribes fasciculatum (RF) extracts on apoptotic neuronal 
cell death. Cells were treated with 30% ethanol extract of 10 and 50 μg/mL combined SC and RF (7:3), followed by 100 
μM of H2O2 for 1 h. Annexin V and PI positive cells were identified by an immunophenotypic analysis using a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ing analysis.

미자․칠해목의 추출혼합물을 이용하여, 과산화수소로 산화 

스트레스가 유도된 SH-SY5Y 신경세포에서의 보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과산화수소의 처리 농도의 경우, 신경세

포 독성 실험을 통하여 100 μM의 농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

다. 또한, 오미자와 칠해목 추출물은 SH-SY5Y 신경세포에서 

세포 독성이 없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과산화수소

를 이용한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확인한 결과, 30% 에탄올 추

출물 5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의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보

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

물의 최적 효능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추출물을 다

양한 수율로써 6:4, 7:3, 8:2의 비율로 신경세포 보호 활성을 

확인한 결과, 오미자와 칠해목 7:3의 비율과 50 μg/mL의 농도

에서 가장 높은 신경세포 보호효과가 나왔으며, 이에 본 연구

에서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의 최적의 비율과 처리 농

도로 사용하였다. Annexin V와 PI를 이용한 SH-SY5Y 신경

세포의 세포사멸을 확인해 본 결과에서도 오지마․칠해목 

추출혼합물은 SH-SY5Y 신경세포의 세포사멸를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이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서 

SH- SY5Y 신경세포에서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한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이에 차후 연구에서는 오미자․칠해목 추출혼합물의 산

화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기전을 파악하기 위하여 In vitro
와 In-vivo에서의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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