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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oxidant activity and protective effects of a hot water extract from the Stauntonia hexaphylla 
fruit (WESHF) were investigated in vitro and in vivo.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WESHF were 16.13±0.27 mg gallic acid equivalent/g and 4.7±0.80 mg catechin equivalent/g, re-
spectively. In addition, the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SC50) and the Oxygen Radical Absorb-
ance capacity of WESHF were 63.62±4.10 μg/ml and 90.63±5.29 μM trolox equivalent/g, respectively. 
The hepatoprotective effect of WESHF against hydrogen peroxide-induced oxidative damage was 
investigated. H2O2-induced liver damage on HepG2 cells was prevented by 200 μg/ml of WESHF. 
Furthermore, to investigate the protection mechanism of WESHF on hydrogen peroxide-induced cyto-
toxicity in HepG2 cells, pre-treatment with 200 μg/ml of WESHF significantly attenuated a decrease 
in the activities of CAT, SOD, GR, and GPx. The hepatoprotective activity of WESHF was evaluated 
in an experimental model of hepatic damage induced by acetaminophen (APAP). The levels of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liv-
ers of mice treated with 200 mg/kg of WESHF compared to the APAP-treated group. The lipid perox-
idation level, which increased after APAP administrat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WESHF 
group. In addition, histological examinations of the liver showed the same protective effect of WESHF 
treatment.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WESHF has potent hepatoprotective effects, 
and the mechanism that causes this type of protection could be related to antioxidant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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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생체 내 대사산물인 과산화수소(H2O2), 과산화

물 음이온(O2
-), 하이드록실 라디칼(OH)과 같은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흡연, 음주, 자외선,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으

며[20], 생성된 과량의 활성산소는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암, 

파킨슨과 같은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44]. 과량 

생산된 ROS로 인한 산화적 손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항산화

물질 및 항산화효소가 작용하여 체내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

산화 효소에는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glutathione peroxidase (GPx), 및 glutathione생성 효소 등이 

있으며[31, 36] 이와 같은 항산화 효소는 세포막의 지질 과산화 

손상, sulfhydryl-함유 효소의 불활성화, 및 구성 단백질의 교

차결합 등을 일으키는 ROS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제거함으로

써 항산화 작용을 한다[3, 23].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은 식물의 2차 대사산물로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이러한 화합물이 활성산소종을 억제하여 항산화, 항

암, 항염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34, 46].

간은 에너지대사와 내인성, 외인성 물질에 대한 해독 작용

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물질대사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과도하게 발생된 활성산소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

발하여 다양한 급 만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8]. 아세트아미

노펜(acetaminophen, APAP)은 진통제 및 해열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과용량 복용시 간 내 cytochrome P450효소에 의해 

대사된 독성 중간산물이 증가하면서 무독화반응의 균형이 깨져 

잔여 중간대사체가 세포칼슘기능 이상, 지질과산화유발, 미토

콘드리아 기능 저하 등을 일으켜 간 독성을 유발한다[4, 14].

멀꿀(Stauntonia hexaphylla)은 남부해안지역에서 자생하는 

으름덩굴과 상록덩굴식물로[1], 4월~5월 중순에 흰색 꽃이 피

고, 검붉은 색의 열매가 9월~11월에 열린다[42]. 한국의 남부

해안지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 따뜻한 저지대 지역과 산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6 709

Table 1. Levels of phenolic compounds, flavonoid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hot water extract from Stauntonia hexaphylla 

fruit 

Extract
Phenolic compound

(mg GAE2)/g)

Flavonoid content

(mg CE3)/g )

ORAC
4)

(μM TE/g5))

DPPH SC50
6)

(μg/ml)

WESHF
 1) 16.13±0.27 4.7±0.80 90.63±5.29 63.62±4.10

1)WESHF : hot water extract from Stauntonia hexaphylla fruit. 2)GAE : gallic acid equivalent. 3)CE : catechin hydrate equivalent.
4)ORAC :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5)TE : trolox equivalent. 6)SC50 : concentration required for 50% scavenging of radicals.

기슭에서 자라고,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진통, 진정 및 이뇨

제로 사용했다[51]. 멀꿀에 관한 연구들은 항HIV-1 [52], 항염

증[13], 세포독성효과[56]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멀꿀 

잎의 생리활성성분으로는 triterpenoids, glucosides, flavonoids, 

phenylpropanoids, phenolic glucosides, 그리고 chlorogenic 

acid analogues 등 있으며, 이러한 성분에 대한 알도즈 환원효

소 억제효능과 최종당화산물생성저해활성을 확인하였다[19]. 

또한 멀꿀 열매에 대한 연구는 LPS로 유도된 랫 족부종을 억

제하는 항염증 효능[24]에 대한 보고가 있을 뿐 간세포 보호효

과에 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멀꿀 열매 추출물을 대상으로 과산화수소로 유발된 산화

적 스트레스에 대한 간세포 보호 효과 및 아세트아미노펜 유

도 간 독성 생쥐모델에서 간 기능 보호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재료  추출물의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멀꿀 열매는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채취

한 열매를 세척 후 2.1 kg에 증류수 40 l를 가하여 100℃에서 

3시간 동안 가열, 추출하였다. 추출된 용액은 400메쉬 여과포

로 여과한 다음 감압회전농축기(R-114, Buchi Labortechnik, 

Flawil, Switzerland)로 농축하였고, 여과 후 남은 잔사에 다시 

동량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동일 과정을 2번 더 추출, 여과 및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된 열수추출물을 동결건조기(FDS8508, 

Ilshin Co., Seoul, Korea)에서 동결 건조하여 멀꿀 열매 추출물

(WESHF)을 얻었으며, 이를 -70℃에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하

였다.

총 페놀성화합물  총 라보노이드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iln-Ciocalteu's 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16].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추출물 g당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g)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은 Moreno 방법[38]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표준물질

로는 catechin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사

용하여 추출물 g당 mg catechin equivalent (CE/g)로 환산하

여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 측정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1~1,000 μg/ml의 농도범위에서 

0.2 mM의 DPPH 용액 150 μl와 멀꿀 열매 추출물을 각각 100 

μl씩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 시켰다. 반응 후 micro-

titer plate spectrophotometer (Molecular devices, CA, USA)

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2]. Oxygen radical ab-

sorbance capacity (ORAC) 시험법은 fluorescent 표준액 150 

μl, trolox 25 μl, 멀꿀 열매 추출물 25 μl을 각각 혼합하여 37℃

에서 15분 반응시킨 후 과산화 라디칼 유발물질인 2,2'-azobis 

(2-methylpropionamidine) dihydrochloride (AAPH) 25 μl를 

첨가하여 반응시킨 후, spectrofluorometer (SpectraMax 190, 

Silicon Valley, CA, USA)를 사용하여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8 nm에서 2시간 동안 5분마다 형광을 측정하여 

Trolox equivalent (TE/g) 값으로 나타내었다[22].

세포배양

HepG2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사로부터 분양 받아, 2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Carlsbad, CA, USA)과 0.5%(V/V)의 

streptomycin (50 g/ml)과 penicillin (50 IU/ml)을 첨가한 

Minimum Essential Medium Eagle (MEM, Gibo) 배지를 사용

하여 37℃, CO2, 95% humid air로 조절된 배양기(HERAcell 

150, Thermo Electron Corp)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독성

세포독성은 HepG2 세포를 5×104 cell/well로 24 well plate

에 배양하고 20시간 후 3% FBS를 함유한 배지로 교환한 후, 

WESHF를 처리하고 1시간 후에 300 μM 과산화수소를 처리하

여 24시간 배양하였다. 세포생존율은 MTT방법[6]으로 측정하

였다. 간세포의 세포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막 손상

에 따라 배지로 유출된 젖산 수소제거효소(lactate dehydroge-

nase, LDH)량을 측정하는 LDH kit (Lactate Dehydrogenase 

activity colorimetric assay kit, BioVision, CA, USA)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항산화 효소 활성 측정

SOD 활성은 xanthine과 xanthine oxidase의 반응에서 형성

된 superoxide anion radical이 tetrazolium blue와 forma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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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35], CAT 활성은 20 mM 과

산화수소를 기질로 균질액 내의 CAT에 의해 감소하는 과산화

수소량을 측정하는 방법[18], GPx는 Paglia와 Valentine[40]의 

방법을 GR은 Carlberg와 Mannervik [5]의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뇌의 지질과산화 측정

항산화제에 의한 활성 산소종으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

의 저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생성된 지질과산화량을 측정하

였다. 정상적인 rat의 뇌를 이용하여 trichloroacetic acid와 thi-

obarbituric acid (TBA)를 반응시켜 반응산물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50].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샘타코에서 5주령의 ICR계 수컷 생

쥐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일정한 조건(기온 20± 

2℃, 습도 50%, 명암주기 12시간)에서 1주일 적응시킨 후 체중

이 25~30 g의 생쥐를 선별하여 5마리를 한 군으로 난괴법에 

의해 총 5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고형사료와 물은 자유로이 공

급하였다. 정상군(control)과 아세트아미노펜(APAP)군은 증

류수 0.1 ml/day를 투여하고, 실험군은 멀꿀 열매 추출물(50, 

100, 200 mg/kg)를 3일 동안 경구 투여하였다. 최종 경구 투여 

3시간 후에 APAP (400 mg/kg, i.p)를 복강 투여하고 18시간 

절식시킨 후 희생하여, 생체시료를 획득하여 본 연구에 사용

하였다. 본 동물실험은 천연자원연구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JINR1413).

청  ALT  AST 활성 측정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와 aspartate aminotrans-

ferase (AST) 활성도는 각 기질과 효소반응을 이용한 비색법

[29, 47]에 의해 제조된 assay kit (Asan Pharmaceutical, Ko-

rea)로 측정하였다.

간 조직의 MDA측정

Malondialdehyde (MDA)의 양은 조직을 0.38% TBA와 

15% TCA로 구성된 TBA reagent에 넣어 30분간 끓인 후, 원심

분리(I-15PK, Sartorius, Göttingen, Germany)하여 상층액을 

획득하여 microtiter plate spectrophotometer (Molecular de-

vices, CA, USA)로 535 nm에서 측정한 후 MDA 표준곡선에 

따라 nmol/mg로 표기하였다.

조직의 병리학  검사

간 조직을 10% Neutral buffered formalin (Sigma, Saint 

louis, USA) 용액에 48시간 고정시킨 후 흐르는 물에 5시간 

수세하고 70%, 80%, 90%, 100% ethanol에서 순차적으로 1시

간씩 탈수시켰다. 탈수시킨 조직을 xylene으로 처리 한 후 파

라핀으로 포매하고 5 μm로 박절한 후 유리 슬라이드에 부착하

고 Hematoxylin-Eosin (H&E)으로 염색한 다음 광학현미경으

로 관찰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Graphpad Prism 5.01 software (GraphPad 

software, CA, USA)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결과는 시

료의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각 실험군간 비교는 일

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으로 분석한 후 던네트의 

다중검정(Dunnnett’s multiple range tests)으로 p<0.05수준에

서 시료간 유의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결과  고찰

총 페놀, 총 라보노이드, 항산화 활성 측정(DPPH 라디

컬 소거능, ORAC)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멀꿀 열매 추출물의 

총 페놀성 화합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라디컬 소거

능을 확인하였다.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리 라디컬의 제거를 통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45, 49]. 멀꿀 열매 추출물의 총 페놀성 화합물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각각 16.13±0.27 mg 

GAE/g, 4.70±0.80 mg CE/g이다. 멀꿀 부위별 메탄올 추출물

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이 과피, 종자, 과육에서 각각 9.6 mg/l, 

8.1 mg/l, 7.3 mg/l,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과피, 과육, 종자

에서 각각 6.7 mg/l, 6.3 mg/l, 5.1 mg/l이라는 연구보고[43]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추출용매, 시

료부위, 추출온도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대표

적인 항산화 물질인 녹차에 함유된 페놀성 화합물과 총 플라

보노이드의 함량을 각각 85.62 mg GAE/g과 242.74 mg CE/g

으로 보고되었으며[21], 서양민들레 지하부 열수 추출물의 물 

분획물에서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11.01±0.22 mg GAE/ 

g, 산국대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함량이 4.75±0.03 mg 

CE/g로 멀꿀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28, 37]되

었다. 본 연구에서 멀꿀 열매 추출물은 총 폴리페놀함량이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보다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폴리

페놀이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는 큰 범주이기 때문에 해당 

시료 안에 비플라보노이드계 폴리페놀함량이 높아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DPPH 라디컬 소거능은 항산화물질의 전자공여능에 의하

여 수소 혹은 전자를 받아 짙은 자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정도에 따라 항산화능을 평가하며, 페놀성 화합물, 방향족 화

합물 및 아민류 등이 환원되는 것을 지표로 하여 짧은 시간 

내에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25]. 본 연구에서 멀꿀 열매 

추출물의 DPPH 라디컬 소거능(SC50)은 630.62±4.1 μg/ml으

로 측정되었다. 멀꿀 부위별 메탄올 추출물의 DPPH 라디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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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tective effects of hot water extract from Stauntonia hexaphylla fruit (WESHF) on hydrogen peroxide (H2O2)-induced cytotox-

icity in HepG2 cells. (A) Cytotoxicity to cell viability after treated alone with WESHF. Cells were treated with DW or WESHF 

(0.2~400 μg/ml) for 24 hr, and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B) Cytotoxicity to cell viability after alone 

with hydrogen peroxide. Cells were treated with DW or H2O2 (100~800 μM) for 24 hr, and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C) Effects of WESHF treatment on cell viability by H2O2-induced cytotoxicity. (D) Effects of WESHF treatment 

on lactate dehydrogenase (LDH) release of cell damaged by hydrogen peroxide. Cells were treated with WESHF for 1 hr 

and incubated with H2O2 (300 μM) for 24 hr (C and D). Cell was measured by MTT assay and LDH leakage assay. ### 

p<0.005, comparison between hydrogen peroxide and control. * p<0.05; ** p<0.01; ***p<0.005, comparison between hydrogen 

peroxide and sample group.

소거활성(IC50, mg/l)은 과피, 과육, 종자가 각각 1513.0, 6109.7, 

4378.0로 보고되어 있다[43]. 또한, 멀꿀 잎 70%에탄올 추출물

과 그 분획물의 DPPH 라디컬 소거능(SC50, μg/ml)을 측정한 

결과는 70% 에탄올추출물, 클로로포름 분획,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부탄올 분획, 물 분획에서 각각 193.18±19.01, 420.28± 

41.23, 63.00±6.20, 254.84±21.52, 1109.58±98.17로 보고되었다

[19]. ORAC assay는 2004년 항산화 작용의 표준화를 위한 세

계학술대회에서 선정된 방법으로 수소전자전달과 관련된 항

산화 물질의 유리 라디컬 소거 능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식품 

내 존재하는 hydrophobic성분과 hydrophilic 성분 모두에 반

응하는 특성으로 광범위한 항산화 활성 측정에 사용되고 있다

[26]. 멀꿀 열매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멀꿀 

열매 추출물을 각각 인산 완충액에 용해하여 AAPH에 의한 

peroxy radical의 생성과 소멸에 따른 fluorescent의 감소율을 

ORAC assay로 측정한 결과는 90.63±5.29 μM TE/g로 측정되

었다. Park 등의 연구결과[41]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경우 

57.59±1.01 μM TE/g으로 보고하였는데, 이와 비교할 때 멀꿀 

열매가 1.58배 높은 활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포독성  간세포 보호 효과

멀꿀 열매 추출물의 세포 독성을 MTT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멀꿀 열매 추출물을 각각 0.2, 2, 

200 및 400 μg/ml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생존율은 각각 

95.87±6.9, 91.53±3.08, 88.87±3.83, 73.63±3.08%로 나타났다(Fig. 

1A). 따라서 멀꿀 열매 추출물을 HepG2 세포주에 처리하였을 

때 200 μg/ml농도까지는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과산화수소는 세포에서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세포 내에 과도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발되면 

결과적으로 세포 사멸이 이루어져 세포생존율이 감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산화수소가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적

정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HepG2 세포주에 여러 농도(100, 

200, 300, 400, 600, 800)의 과산화수소를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생존율을 구하였다. 연구 결과 300 μM 과산화수소에

서 64.6%의 세포 생존율를 확인하였으며, 이 농도를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 농도로 결정하였다(Fig. 1B). 과산화수소로 유

도된 세포독성에 대한 멀꿀 열매 추출물의 간 세포 보호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 과산화수소(300 μM) 처리 1시간 전 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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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hot water extract from Stauntonia hexaphylla fruit (WESHF) on antioxidant enzyme in HepG2 cells

Treatment SOD
1) (U/min/ml) CAT (nmol/min/ml) GR (mU/ml) GPx (mU/ml)

Control

300 μM H2O2

300 μM H2O2+ WESHF 0.2

300 μM H2O2+ WESHF 2

300 μM H2O2+ WESHF 20

300 μM H2O2+ WESHF 200

10.4±0.94

 6.8±0.72

 7.1±1.19

 7.1±0.85

 8.7±0.92

 9.9±0.98**

98.3±0.22

57.4±4.96

61.2±6.39

63.7±7.56

69.7±3.57

79.5±7.42**

153.7±12.79

110.4±14.02

100.2±7.79

106.1±5.31

126.5±7.79

144.3±3.87**

370.8±46.26

258.7±12.81

237.6±10.20

279.2±15.84

321.2±26.50*

348.3±25.16**

Cell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WESHF for 1 h and then were treated with H2O2 (300 μM) for 24 hr.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3).
1)SOD : superoxide dismutase, CAT: catalase, GR: glutathione reductase, GPx: glutathione peroxidase.

** p<0.01, comparison between 300 μM H2O2 and sample group.

열매 추출물을 HepG2 세포주에 처리한 후 세포 생존율을 측

정하였다. Fig. 1C 와 같이 과산화수소 처리군의 세포생존율은 

61.67±4.2%로 가장 낮았으며, 멀꿀 열매 추출물 0.2, 2, 20, 200 

μg/ml로 처리 후 세포생존율이 각각 73.9±4.58, 82.86±6.40, 

83.13±7.66, 89.09±5.98%로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미 보고된 HepG2 세포에 커큐민을 처리하였을 때 500 μM 

과산화수소 처리에 의한 세포사멸 정도가 감소한 연구 결과[7] 

및 미더덕 껍질을 2 mM 과산화수소 처리하여 세포사를 유도

한 연구 결과[30]와 유사하다. LDH (lactate dehydrogenase)는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의 존재 하에 혐기

적 해당 작용의 최종산물인 L-lactate와 pyruvate 간의 가역적 

산화환원반응을 촉매 하는 효소로서 간, 심장, 근육 내에 다량 

존재한다[33]. 본 연구에서 LDH활성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과 

과산화수소 처리군이 각각 18.2±2.97 mU/ml, 32±2.67 mU/ 

ml로 과산화수소 처리로 LDH활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Fig. 1D). 이와 같은 증가는 멀꿀 열매 추출물 0.2, 2, 20, 200 

μg/ml로 처리하였을 때 LDH활성이 각각 24.78±3.75 mU/ml, 

22.06±3.50 mU/ml, 21.09±3.41 mU/ml, 13.94±2.45 mU/ml로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HepG2 세포주에 과산화

수소를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준 대조군과 멀꿀 열매 

추출물 처리군을 비교한 결과, 과산화수소 처리로 HepG2 세

포주의 세포생존율은 감소하고, LDH 활성이 증가하였으나 멀

꿀 열매 추출물 처리로 세포독성과 LDH 활성이 감소하여 멀

꿀 열매 추출물의 간 세포 보호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 세포의 항산화 효소 활성

Table 2는 멀꿀 열매 추출물이 과산화수소로 산화적 손상이 

유도된 HepG2 세포주의 SOD, CAT, GPx, GR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난 결과이다. SOD활성도는 대조군, 과산화수소 

처리군이 각각 10.38±0.94, 6.78±0.72 U/min/ml으로 과산화

수소 처리로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감소는 멀꿀 열매 

추출물 200 μg/ml처리로 증가하였다(9.9±0.98 U/min/ml, 

p<0.01). CAT활성도는 대조군, 과산화수소 처리군이 각각 

98.28±0.23, 57.36±4.96 nmol/min/ml으로 과산화수소 처리로 

CAT활성의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멀꿀 열매 추출물 200 μg/ 

ml처리한 후 그 값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79.52±7.42 nmol/ 

min/ml, p<0.01). GPx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 과산화수

소 처리군이 각각 370.8±46.26, 258.7±12.81 mU/ml으로 대조

군에 비해 과산화수소 처리군의 값이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멀꿀 열매 추출물 20, 200 μg/ml처리로 각각 321.2±26.50(p< 

0.05), 348.3±25.16 mU(p<0.01)로 감소된 값이 증가한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GR활성도는 대조군, 과산화수소 처리군이 각

각 153.7±12.79, 110.4±14.02 mU/ml으로 과산화수소 처리로 

인한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GR활성도 감소는 멀꿀 열

매 추출물 200 μg/ml 처리로 그 값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144.3±3.87 mU/ml, p<0.01). Yu 등[55]는 ursolic acid가 과산

화수소로 손상된 청각세포에서 CAT, GPx활성을 증가시켰다

고 보고하였으며, Alia 등[2]은 HepG2 세포에 tert-butyl hy-

droperoxide로 산화스트레스를 유도한 후 말채나무를 처리한 

결과 GSH-Px, CAT, SOD, GR과 같은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결과로 볼 때 멀

꿀 열매 추출물은 HepG2 세포 내에서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

시켜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뇌 조직의 지질과산화  

활성산소종으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생성된 지

질과산화물에 대한 항산화제의 저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쥐 뇌 조직에 FeCl2를 처리한 후 멀꿀 열매 추출물에 의한 지질

과산화물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FeCl2 처

리로 증가한 지질과산화물 함량(0.61±0.02)은 멀꿀열매 50, 

100, 200 μg/ml처리로 각각 0.30±0.02, 0.33±0.03, 0.33±0.04로 

감소하였다. 이는 Kim 등[27], Eu 등[10]이 보고한 결과와 동일

함을 확인하였다. 

청  ALT와 AST 활성

혈청 aminotransferase 활성은 간질환의 진단에 널리 사용

되는 효소로서 간 손상이 간세포의 수송기능 및 막 투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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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tective effects of FeCl2-induced malondialdehyde 

(MDA) formation in brain tissue on hot water extract 

from Stauntonia hexaphylla fruit (WESHF). *** p<0.005, 

comparison between FeCl2 and sample group.

Table 3. Effects of hot water extract from Stauntonia hexaphylla 

fruit (WESHF) on serum transaminases activity in the 

acetaminophen (APAP)-induced liver injury in mice

Group ALT (mU/l) AST (mU/l)

Control

APAP

APAP+ WESHF 50

APAP+ WESHF 100

APAP+ WESHF 200

44.80±6.86

97.40±49.06

48.99±13.22*

65.12±13.19

51.08±5.86*

31.66±8.62

99.74±54.72

53.56±29.92

54.78±15.46

47.66±10.69*

The mice were pretreated with WESHF (50, 100 or 200 mg/kg, 

i.g.) once daily for three consecutive days. The control mice 

were given saline. Three hours after the final treatment, the 

mice were treated with APAP (400 mg/kg, i.p.). Hapatotoxicity 

was determined 18 h after by quantifying the serum activities 

of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nd aspartate amino-

transferase (AST).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five 

mice. * p<0.05, comparison between APAP and samp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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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ory effects of hot water extract from Stauntonia 

hexaphylla fruit (WESHF) on acetaminophen (APAP)-in-

duced lipid peroxidation. The mice were pretreated with 

WESHF (50, 100 or 200 mg/kg, i.g.) once daily for three 

consecutive days. The control mice were given saline. 

Three hours after the final treatment, the mice were 

treated with APAP (400 mg/kg, i.p.). Mice were sacri-

ficed 18 h after APAP administration. Values are ex-

pressed as mean ± S.D. for five mice. **p<0.01, *** 

p<0.005, comparison between APAP and sample group.

변화를 초래하여 이들 효소가 혈중으로 유리되어 혈장 내 활

성이 증가함으로 간 손상의 지표로 이용된다[9, 32]. 본 연구에

서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간 독성을 유발한 생쥐 모델에서 

WESHF의 보호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간 기능의 혈액학적 지

표인 ALT 및 AST 활성을 측정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 단독투

여는 혈청 ALT, AST의 활성도를 정상군에 비해 각각 약 2.1배, 

2.2배 이상 증가시켰다(Table 3). 이는 Eu 등[10], Gum 등[15]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강투여 후 관찰한 결과와 동일하고, 

APAP에 의한 간 손상이 정상적으로 유도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해 증가된 혈청 속의 ALT, 

AST 효소는 멀꿀 열매 추출물 처리로 아세트아미노펜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이들 효소의 활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 본 연구 결과 멀꿀 열매 

추출물 200 mg/kg로 처리한 생쥐에서 가장 강한 간 보호 효과

를 확인하였다.

간 조직  지질과산화물 함량  

간 조직의 지질과산화도를 측정하기 위해 멀꿀 열매 추출물

을 농도별로 전 처리한 후 APAP를 복강 내로 주사하여 간 

손상을 유도한 후 생쥐 모델에서 간 조직 내 지질과산화물의 

함량을 측정 결과는 Fig. 3이다.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간 손상

을 유도한 결과, 정상군은 지질과산화물량이 1.31±0.69 nmol/ 

mg인데 비하여 아세트아미노펜처리군은 14.72±3.89 nmol/ 

mg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증가한 수치는 

3일간 멀꿀 열매 추출물 50, 100, 200 mg/kg 투여한 결과 각각 

11.35±1.77, 7.41±3.68, 5.42±1.79 nmol/mg로 유의성 있는 감

소를 보였다(Fig. 3). 아세트아미노펜은 급성 산화적 간 손상 

유발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39]로써 해열·진통제의 주성분으

로 적정 농도를 복용할 경우 생체 내 항산화 방어 기전에 의해 

무독화되어 배설됨으로써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과 용량 

복용 시 활성대사체인 N-acetyl-p-benzoquinoneimine (NAPQI)

을 무독화시키는 glutathione이 오히려 고갈됨으로써 세포막

의 산화적 손상 및 세포 내 거대분자가 파괴되어 간세포가 

손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급

성 간 손상 과정에는 glutathione 함량 감소와 대사 활성체에 

의한 지질과산화 반응이 일어난다[11]. 지질과산화 반응은 간 

기능의 부전을 야기하는 기본적 기전 중의 하나로 중요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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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hot water extract from Stauntonia hexaphylla fruit (WESHF) pretreatment on the acetaminophen (APAP)-induced 

liver damage in mice. Histological examination of liver tissues was performed 18 hr after the APAP administration. Liver 

tissues were fixed, sectioned at 5 μm thickness, and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H&E; magnification, ×10). (A) 

Liver from a mouse treated with saline; (B) liver from a mouse treated with APAP (400 mg/kg, i.p.); (C) liver from a mouse 

treated with WESHF (50 mg/kg, i.g.) and APAP (400 mg/kg, i.p.); (D) liver from a mouse treated with WESHF (100 mg/kg, 

i.g.) and APAP (400 mg/kg, i.p.); (E) liver from a mouse treated with WESHF (200 mg/kg, i.g.) and APAP (400 mg/kg, 

i.p.).

왔으며 이러한 지질과산화 반응에 의한 간 손상 예방과 관련

한 기전은 glutathione의 대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54], 간 조직 내에서 superoxide를 제거하는 SOD, 그리

고 과산화수소를 제거하는 CAT, glutathione peroxidase과 같

은 항산화 효소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효소들

은 대사 활성체에 의한 지질과산화 반응의 연쇄적 진행을 차

단한다[48]. 본 연구에서는 동물실험에서 CYPE효소활성, glu-

tathione함량의 변화를 측정하지 않았으나 세포수준에서 멀꿀 

열매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향상을 확인한 바 아세트아미노펜

에 의한 간 손상 회복 기전에 항산화 효소가 관련되었을 것으

로 사료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 간 독성 작용기전에 대한 간 

약물대사효소의 변화와 GSH availability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병리학  변화

간 조직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은 간세포들이 중심정맥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소엽구조를 나타내었으며, 기타의 조직학

적인 구조도 정상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나(Fig. 4A), 아세트아

미노펜으로 간 독성을 유발한 군의 간 조직(Fig. 4B)은 간 소엽

의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며, 중심정맥 주위의 울혈과 간세포 

괴사가 관찰되었다. 이에 비해 멀꿀 열매 추출물 처리군(Fig. 

4C~Fig. 4E)은 울혈과 세포 괴사가 완화되어 정상세포의 소엽

구조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

어 국내 토종 식물인 멀꿀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멀꿀 열매에 대한 총페놀함량과 플라

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고,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으며, 

in vitro 및 in vivo계에서 손상된 간세포에 대한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존에 멀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

았으므로 본 연구는 멀꿀을 기능성 소재로 개발 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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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멀꿀 열매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H2O2로 유도된 산화  스트 스와 아세트아미노펜 독성 모델

에서의 간 보호효과

이규옥․김재용․강후원․배동 ․최철웅*

(천연자원연구센터)

본 연구에서는 멀꿀 열매 추출물의 세포수준에서 항산화 활성과 아세트아미노펜(APAP)으로 유도된 간 독성 

동물모델에서의 간 기능 보호효과를 연구하였다. 멀꿀 열매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16.13±0.27 mg gallic acid equivalent/g 및 4.7±0.80 mg catechin equivalent/g이었다. 또한 DPPH 라디컬 

소거능과 ORAC도 각각 63.62±4.10 μg/ml 및 90.63±5.29 μM trolox equivalent/g이었다.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산

화적 손상에 대한 멀꿀 열매 추출물의 간세포 보호효과를 실험한 결과, 200 μg/ml에서 세포생존율이 증가하고 

증가된 LDH 활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간세포에서 과산화수소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여 감소된 항산화

효소(SOD, CAT, GR, GPx)의 활성은 멀꿀 열매 추출물 처리로 활성이 증가하여 간세포를 보호하였다. 아테트아미

노펜(APAP) 유도 간 손상 생쥐 모델에서 간 보호활성을 평가하였다. 간 손상 혈청 표지지표인 ALT 및 AST수준

이 APAP 단독 처리군에 비해 멀꿀 열매 추출물 200 mg/kg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간의 과산화지질함

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 조직의 병리학 검사에서도 간조직이 정상 회복되는 형태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

를 토대로 멀꿀 열매 추출물이 항산화 기전을 통해 간기능 보호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