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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methods of medicinal plants were evaluated for growth enhancing effects of human neuro-
blastoma SK-N-SH cells. Hot-water extraction (reflux for 5 hr), hot-water extraction post treatment
(100℃ or 120℃, 90 min) and ethanol extraction (reflux for 5 hr) methods were applied to Angelica
gigas, Rhemania glutinosa, Paeonia lactiflora and Cnidium officinale samples to extract their constituents.
Cells were treated for 2 hr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extracts (0, 0.5, 1, 2, 4 μg/μl media) prior
to H2O2 (250 μM) treatment for 2 hr to provide oxidative stress. Cell viability, caspase-3 expression
and apoptosis were measured for cells treated with sample extracts. Hot-water extract exhibited a
stronger growth enhancing and apoptosis protecting ability than other extracts. These activities were
shown at less than 1 μg/μl concentration, and not greater than 2 μg/μl concentration. Hot-water ex-
tract contained more polyphenolic compounds than other extracts coming along with stronger anti-
oxidant activity. The efficacy of antioxidant activity was stronger in the hot-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than other hot-water extracts of medicinal pla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hot-water extraction
is an appropriate method to extract materials for growth enhancing and apoptosis protection of
SK-N-SH cells, and hot-water extracts of Angelica gigas might be useful materials for protection from
aging brain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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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도의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과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도 증가하여 치매 노인 관리가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은 유형 및 지역

에 따라 다르지만 199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8.3%였

으며, 2010년에는 8.6%, 2020년에는 9%로 증가 될 것으로 추정

되고 있다[17].

치매는 증상군으로 질환이 진행되면서 인지장애와 기능장

애가 심해짐에 따라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혈관성 치

매는 초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퇴행성 질환인 알쯔하이머형 치매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

있다. 현재 한약재로부터 기능성 물질 및 소재의 개발은 주로

항암, 항산화(항노화), 항동맥, 항관절염 등에 국한 되어 있으

며[31], 인지능력 향상에 이용되는 소재나 제재를 개발한 경우

는 많지 않다. 당귀, 건지황 등의 한약재가 인지능력 향상 및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보고[12,16,30]가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

인 신경세포에 대한 작용 기작이나 추출 방법에 관한 연구는

없다.

한약재의 항암성이나 만성질병 예방 및 치료 연구를 위해

이들 한약재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는데, 이들의 추출을 위

하여 주로 유기용매나 고온 및 고압을 사용하며[5], 한약재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과 함량은 추출 방법과 용매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와는 달리 한약재의 인지능력

향상,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효과 검증은 신경세포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출 방법이 상기 방법과는 상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출 방법에 따른 인체신경모세포

SK-N-SH에 대한 국내산 한약재 추출물의 보호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한약재는 당귀, 건지황, 작약, 천궁을 사용하였고,

성분의 추출은 열수추출법, 에탄올추출법, 증숙추출법(100℃

및 120℃, 90 분 후 열수추출)을 사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국내산 당귀, 천궁, 작약, 건지황은 경남생약농협

(Sancheong, Korea)에서 구입하였고, human neuroblastoma

SK-N-SH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orea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Ham'F-12 nutrient mixture (DMEM/F-12),



Journal of Life Science 2011, Vol. 21. No. 8 1191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 (10,000 U/ml)/strepto-

mycin (10,000 μg/μl), phosphate buffer saline (PBS), 0.25%

trypsin-EDTA는 Gibco-BRL (Carlsbad, C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으며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MTT)은 Amresco (Solon, OH)에서 구입하였다. Dimethyl

sulfoxide (DMSO), propidium iodide (PI), RNase,

Hoechst33258, β-actin, gallic-acid, 2,2-diphenyl-1- picrylhy-

drazyl (DPPH), Folin-Ciocalter's phenol 시약은 Sigma-

Aldrich (St. Louis, MO)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Cell cul-

ture dish는 Nunc (New York)에서 구입하였고, protein ex-

traction buffer (Pro-Prep)은 iNtRON Biotechnology inc.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enhanced chem-

iluminescence (ECL)용액은 Elpis-Biotech (Daejeon, Korea)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Caspase-3 antibody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에서 구입하였고, goat

anti-rabbit, goat anti-mouse antibody는 Santa Cruz

Biotechnology ( Santa Cruz, CA)에서 구입하였다. Gel trans-

fer kit (iblot), transfer stack PVDF membrane은 Invitrogen

(Carlsbad, C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사용된 시약

은 reagent grade 이상이었다.

추출물 시료조제

한약재 시료는 실온에서 음건하여 분쇄하였다. 에탄올추출

및 열수추출은 시료 4 g을 각각 에탄올(600 ml) 및 증류수(600

ml)에 침지하여 5 시간 환류냉각하여 추출하였다. 증숙추출은

분쇄한 시료 30 g을 100℃ 및 120℃에서 90 분간 증숙처리

후 건조(45±3℃)한 것을 환류냉각하여 5 시간 열수추출하였

다. 이들 추출물을 감압 농축한 다음 동결 건조하여 정량하고

시료로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및 시료처리

SK-N-SH 세포는 10% FBS와 penicillin/streptomycin이 함

유된 DMEM/F-12 배지에서 5% CO2가 공급되는 배양기(3

7℃)로 배양하였다. 세포가 80% 정도 자라면 0.25% tryp-

sin-EDTA 용액 1 ml를 5 분간 처리하고 원심분리(1,500 rpm,

5 분)하여 pellet을 분리하였다. 이 pellet을 DMEM/F-12 배지

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의 세포독성 분석은 24

well plate (1.5×105 cell/0.5 ml/well), apoptotic sub-G1기 분

석 및 caspase-3 분석은 10 cm culture dish (5×105 cell/dish),

핵의 형태학적 변화 분석은 3 cm culture dish (5×10
5

cell/dish)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들로부터 배지를 제거하

고 PBS로 세척(3 회)후 serum free media (SFM)를 가하고 시

료를 농도별(0, 0.5, 1, 2, 4 μg/μl SFM)로 2시간 처리하였다.

다시 배지를 제거한 후 PBS로 세척(3 회)하고 H2O2 250 μM을

2시간 처리하였다.

세포독성 측정

세포 독성은 Rakib (34)의 방법에 준하여 MTT assay법을 사

용하였다. 시료 및 H2O2가 처리된 세포의 배지를 제거하고 PBS

로 세척 후 MTT 시약을 5 mg/ml의 농도가 되게 PBS에 녹여

이를 100 μl/well씩 분주하고 은박지를 씌워 3 시간 동안 37℃

incubater에서 반응시켰다. MTT 시약을 제거하고 PBS로 세척

후 DMSO를 200 μl/well씩 분주하여 생성된 formazan crystal

을 녹인 후 96 well plate에 100 μl/well씩 옮겨서 Anthos2020

model Microplate Reader (Anthos Labtech Instruments,

Wals., Austria)로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poptotic sub-G1기 분석

Apoptotic sub-G1기 분석은 Kim [15]의 방법에 준하여 분

석하였다. 시료 및 H2O2가 처리된 세포의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척(3 회)후 70% 에탄올 1 ml을 처리하여 -20℃에서

24 시간 고정하였다. 다시 PBS 1 ml로 세척(3 회)하고 1

mg/ml의 RNase와 50 μg/ml의 PI가 함유되어있는 PBS를 500

μl씩 처리한 다음37℃에서 20 분간 반응시켰다. 이를 Facs용

tube로 옮겨 Facs Caliular flow cytometer (BD Bioscience,

San Jose, CA)를 이용하여 10,000개의 세포 DNA 함량을 분석

하였다. 데이터는 CellQuestPro software (BD Bioscience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핵의 형태학적 변화 분석

Hoechst33258 염색은 Islam [9]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

다. 시료 및 H2O2가 처리된 세포의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척

(3 회)후 4% paraformaldehyde로 4℃에서 30 분 동안 고정하였

다. 고정한 세포를 PBS로 3 회 세척한 후 1 mg/ml

Hoechst33258이 함유된 PBS를 5 μl처리하여 상온에서 30 분간

염색하였다. 그리고 Fluorescence microscope (Olympus DP70

Digital Camera System)을 이용하여 핵 염색을 관찰하였다.

Caspase-3 발현 분석

Western blot 분석은 Kim [15]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

다. 시료 및 H2O2가 처리된 세포의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척(3 회) 후 처리구별로 모아서 lysis buffer를 700 μl씩 처리

하여 세포 파쇄기로 1 분간 파쇄하고 원심분리(3,000 rpm, 5

분) 후 상등액만을 따로 모았다. Acrylamide 10% gel을 이용하

여 전기영동 후 western blot transfer kit를 이용하여 transfer

하였다. 그 membrane을 5% BSA에 24시간 blocking 시키고

1XTTBS로 세척(15 분, 3 회)하였다. 다시 5% BSA에 각각의

caspase-3, β-actin을 5% BSA에 1:1000, 1:2000으로 희석시켜

반응시킨 후 1X TTBS로 세척(15 분, 3 회)하고 5% BSA에 각각

의 2차 항체(goat-anti rabbit, goat-anti mouse)를 적정 비율로

희석시켜 반응시키고 1XTTBS로 세척(15 분, 3 회)하였다. 각

membrane을 3M paper로 수분을 제거하고 양 면을 ECL용액

에 1 분씩 반응시킨 후 감광 kit를 이용하여 감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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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Effects of hot-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medicinal plants on the proliferation of SK-N-SH cells. Cells were exposured

to sample 2 hr prior to H2O2 treatment. 2 hr later after H2O2 treatment, cell proliferation was measured by MTT assay.

항산화능 측정

항산화능은 Blois의 방법[2]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시료 추

출물을 0.5 mg/ml과 0.25 mg/ml 농도로 제조한 후 0.3 mM

DPPH/methanol 용액 1 ml에 시료 0.6 ml를 첨가하여

Spectrophotometer (X-ma 3000pc, Human corporation,

Seoul, Korea)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 분석

총 페놀 함량 측정에는 Folin-Deins법[6]을 사용하였다. 시

료 추출물 5 mg을 증류수 10 ml에 녹여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200 μl를 증류수 2.6 ml과 Folin-Ciocalter's phenol 시약

200 μl를 첨가하여 6 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7% (w/v)

Na2CO3용액 2 ml을 첨가하고 90 분간 정치한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gallic acid (20, 60, 80, 100,

500 ppm)를 사용하였다.

결 과

SK-N-SH cell의 oxidative stress 대한 한약재 열수추

출물의 효과

Oxidative stress에 있는 SK-N-SH 세포의 증식에 대한 한약

재 추출물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당귀, 천궁, 작약, 건지황

열수 및 에탄올추출물을 0, 0.5, 1, 2, 4 μg/μl 농도로 2시간

처리하였다. 다음 H2O2를 2 시간 처리 후에 MTT assay로 세포

의 생육정도를 측정하였다. Fig. 1A에서는 당귀 열수추출물과

당귀 에탄올추출물의 oxidative stress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당귀 열수추출물은 1 μg/μl 농도까지 SK-N-SH 세포

증식을 139%까지 증가시켰고, 2 μg/μl 이상의 농도에서는 강

한 독성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당귀 에탄올추출물은 열수추출

물보다는 효과가 낮았고, 2 μg/μl 농도 이상에서는 독성이 나

타났다. 따라서 당귀 열수추출물 1 μg/μl의 농도에서 가장 우

수한 증식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1B에서는 작약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oxida-

tive stress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작약 열수추출물은

1 μg/μl 농도까지 SK-N-SH 세포의 oxidative stress에 대한

효과를 120%까지 증가시켰고,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독성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에탄올추출물은 모든 농도에서 독성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작약은 열수추출물 1 μg/ul의 농도가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1C에서는 건지황 열수추출물과 건지황 에탄올추출물

의 oxidative stress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건지황 열수

추출물은 1 μg/μl 농도까지 SK-N-SH 세포의 생존율을 122%

까지 증가시켰고, 2 μg/μl 이상의 농도에서는 이 세포에 대한

강한 독성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에탄올추출물은 모든 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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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t-water extracts of Angelica gigas, Cnidium officinale,
Paeonia lactiflora and Rehmannia glutinosa

Samples Content (%)1)

Angelica gigas (Dang-gui) 32.4±3.1d
2)

Cnidium officinale (Chun-goong) 38.6±1.9c

Paeonia lactiflora (Jak-yak) 45.4±1.0b

Rehmannia glutinosa (Gun-ji-hwang) 73.5±0.4a
1)

Based on the dry weight
2)

Mea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n=3)

A    B

                 C

Fig. 2. Effects of hot-water extracts and hot-water extract post heat treatment of Rehmannia glutinosa and Angelica gigas on the

proliferation of SK-N-SH cells. Cells were exposured to sample 2 hr prior to H2O2 treatment. 2 hr later after H2O2 treat-

ment, cell proliferation and caspase-3 expression was measured by MTT assay (A) and (B), and western blotting (C).

서 독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건지황의 경우 열수추출물 1

μg/μl의 농도에서 우수한 세포 증식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1D에서는 천궁은 당귀나 건지황 및 작약과 달리,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모든 농도에서 SK-N-SH 세포에 대

한 oxidative stress 보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당귀, 건지황 및 작약의 열수추출물이 H2O2로 유발

한 oxidative stress로부터 SK-N-SH 세포를 강력하게 보호하

였고, 그 중 당귀가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열수추출

물의 함량은 당귀가 32.4 %로 가장 낮았고, 건지황이 73.5 %로

가장 높았다(Table 1).

SK-N-SH cell의 oxidative stress에 대한 증숙처리 추

출물의 효과

한약재의 열수추출물이 oxidative stress억제 효과가 우수

하였기 때문에, 한약재 증숙추출물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Fig.

2A에서는 당귀의 열수추출물과 증숙추출물의 SK-N-SH 세포

에 대한 oxidative stress 억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당귀 열수

추출물을 0, 0.5, 1, 2, 4 μg/μl 농도로 처리한 결과 각각 100,

131, 150, 101, 63%의 세포 성장률을 나타내어 2 μg/μl의 농도

에서부터 세포성장률이 감소하였다. 100℃에서 90 분간 증숙

추출물 효과는 0, 0.5, 1, 2, 4 μg/μl 처리 농도에서 100, 123,

106, 54, 40%였고, 120℃에서 90 분간 증숙추출물 농도에 따른

효과는 각각 100, 133, 116, 54, 42%였다, 시료 모두 2 μg/μl

이상의 농도에서부터 세포성장률이 감소하였고, 증숙처리는

비증숙처리에 비해 오히려 세포성장을 억제하였다.

Fig. 2B에서는 건지황 열수추출물과 증숙추출물의 SK-N-

SH 세포에 대한 oxidative stress 억제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건지황 열수추출물 농도(0, 0.5, 1, 2, 4 μg/μl)에 따른 효과는

각각 100, 105, 128, 105, 64%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 μg/μl의 농도에서부터 세포성장률이 감소한 당귀

열수추출물과 같다. 건지황 증숙추출물은 비증숙추출물에 비

해 세포보호 효과가 낮았고, 2 μg/μl 이상에서는 강한 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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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DNA to cell phases. Cells were treated with hot-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for 2 hr prior to 2 hr H2O2

treatment.

Table 2. DNA distributions to cell cycles phase of SK-N-SH cells treated with a hot-water extract of Angelicagigas1)

Concentration (ug/ul) 0 0.5 1 2 4

Cell phase Total cells % Total cells % Total cells % Total cells % Total cells %

M1 (Sub-G1) 1405 14.5 829 8.5 622 6.4 1995 20.6 2475 25.7

M2 (S) 4845 49.9 5397 55.6 5497 56.4 4983 51.5 4648 48.3

M3 (G2) 1467 15.1 1649 17 1849 19.0 1549 16.0 1367 14.2

M4 (M) 1171 12.1 1842 18.9 1777 18.2 1151 11.9 1130 11.8
1)Data was derived from Fig. 3(A).

Table 3. DNA distributions to the phase of cell cycles (%) of SK-N-SH cells treated with a hot-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1)

Exposure time (hr) 0 1 2

Cell phase Total cells % Total cells % Total cells %

M1 (Sub-G1) 1405 14.47 1855 19.40 521 5.69

M2 (S) 4845 49.88 4816 50.37 4264 46.53

M3 (G2) 1467 15.10 1491 15.59 1123 12.26

M4 (M) 1171 12.06 941 9.84 1958 21.37
1)Data was derived from Fig. 3(B).

나타내었다. 이들의 효과는 당귀보다 낮았다. SK-N-SH 세포

보호 효과가 큰 당귀와 건지황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apopto-

sis 신호 전달 물질인 caspase-3 발현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들

추출물 중 열수추출물이 다른 증숙추출물에 비하여 caspase-3

발현을 억제하였고, 이 효과는 당귀에서 다소 강하였다(Fig.

2C).

열수추출물의 apoptosis 억제효과

Oxidative stress로부터 세포 보호효과가 가장 우수한 당귀

열수추출물로 H2O2 처리에 의한 SK-N-SH의 apoptosis 유발

효과를 PI 염색액으로 핵을 염색한 후 flow cytomer로 분석하

였다(Fig. 3). Fig. 3A와 Table 2에서는 세포에 시료 1 μg/μl를

2시간 처리하고 H2O2를 시간별(0, 1, 2 시간)로 처리한 후의

cell cycle의 각 phase에 함유된 DNA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Apopotic cell (sub-G1 cell)은 control 처리에서는 14.5%였고,

처리 1 시간 및 2 시간 후에는 각각 19.4, 5.6%로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다소 증가했다가 감소하였다. 또한 처리 2 시간 후의

DNA 함량은 M phase가 21%로 control이나 1 시간 후의

DNA 함량보다 높았다.

Fig. 3B와 Table 3에서는 시료를 농도 별(0, 0.5, 1, 2, 4 μg/μ

l)로 2 시간 처리하고 난 후 H2O2를 2 시간 처리 후의 cell cycle

의 각 phase에 함유된 DNA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Apopotic

cell (sub-G1 cell)은 control 처리에서는 14.5% 였고, 0.5, 1,

2. 4 μg/μl 처리에서 각각 8.5, 6.4, 20.6, 25%로 1 μg/μl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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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Hoechst33258 stainining of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1 μg/μl concentration (A) and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μg/μl) (B) of hot-water extract of Angelica gigas for 2 hr prior to 2 hr H2O2 treatment.

Fig. 5.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capability and total phenol content of hot-water extract of Rehmannia glutinosa and Angelica
gigas.

농도에서 가장 적은 apoptotic cell이 존재하였다. 2 μg/μl 이상

의 높은 농도에서는 apoptotic cell의 분포가 많았다.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를 Hoechst33258로 염색하여 형광현

미경으로 관찰하였다(Fig. 4). Fig. 4A에서는 당귀 열수추출물

을 1 μg/μl 농도로 2 시간 처리하고 H2O2 처리시간에 따른

형태학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시료가 처리되지 않은 배지에서

생육한 SK-N-SH 신경모세포가 시료가 처리된 배지에서 생육

한 세포에 비하여 응축되거나 쪼개진 apoptotic body를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4B에서는 당귀 열수추출물 농도별(0, 0.5, 1, 2, 4 μg/μl)

로 2 시간 처리하고 H2O2를 2 시간 처리에 따른 형태학적 변화

를 조사하였다. 당귀 열수추출물이 처리되지 않은 SK-N-SH

세포가 열수추출물이 처리된 세포에 비하여 응축된 apoptotic

body가 더 많았다. 그리고 시료 처리 농도에 따라서도 고농도

(2 μg/μl 이상)로 처리한 경우 apoptotic body가 많이 생겨,

0.5-1 μg/μl 처리가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열수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당귀 열수추출물과 건지황 열수추출물의 항산화능을

DPPH법으로 측정하였다(Fig. 5). 당귀 열수추출물, 당귀 증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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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 건지황 열수추출물, 건지황 증숙추출물을 각각 0.5

mg/ml, 0.25 mg/ml 두 농도로 처리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당귀 추출물이 건지황 추출물보다 좋았으며 당귀

열수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율이 약 40%로 가장 우수하

였다.

또한, 이들 추출물에 함유된 총 페놀성 화합물을 Folin-

Denis법[6]으로 측정하여 표준물질(gallic acid)로 환산하였다.

추출물 5 mg에 함유된 페놀 함량은 당귀 열수추출물이 약 196

μg으로 가장 높았고, 증숙추출물에 각각 126 μg, 170 ug 함유

되어 있었다. 건지황 추출물에는 당귀 추출물보다 낮은 함량

이 함유되어 있었다.

고 찰

인체신경모세포 SK-N-SH 의 증식 촉진을 위한 한약재(당

귀, 건지황, 작약 및 천궁)의 추출방법을 연구한 결과 열수추출

법(환류냉각, 5 시간)에 의한 추출물이 증숙추출물보다 oxida-

tive stress를 받은 SK-N-SH 세포의 증식을 낮은 농도(1 μg/μl

이하)에서는 촉진시켰지만, 이보다 높은 농도에서는 억제시켰

다. 또한 에탄올추출물은 전 처리농도에서 SK-N-SH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였다. SK-N-SH에 대한 증식촉진 효과가 가장

큰 당귀 열수추물은 caspase-3의 발현 및 apoptosis를 억제하

였다.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한약재에 함유된 물질을 추출하는

방법은 주로 열수추출법[3,4], 고온고압추출법[13]이나 용매추

출법[27,32]이 활용되고 있다. 이들 방법은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추출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암치료용으로 사용

할 경우 한약재에 함유된 거의 모든 물질을 추출할 필요가

있어 고온 및 고압 추출방법이 우수한 방법이다[14]. 그러나

SK-N-SH 세포의 경우는 정상세포이고, 이 세포의 생육을 촉

진하거나, 사멸을 억제함으로써 사람의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기억력 퇴화를 방지하여, 알쯔하이머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암세포의 사멸과는 달리 한약재의

추출방법이 달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증숙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은 SK-N-SH의 증식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이들

방법은 적당하지 않고, 단순히 열수추출방법이 가장 우수하였

다. 이와 같은 방법은 아직 연구된 바가 없지만, Park [25] 등의

열수추출물이 심근세포 H9c2의 증식을 촉진하고,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결과와 유사하다.

열수추출물이 다른 방법으로 추출한 추출물보다 SK-N-SH

증식 또는 보호 능력이 우수한 것은 아마도 약재 추출물에

포함된 페놀성 화합물에 기인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귀 열

수추출물에서 총 페놀성 화합물이 다른 추출물보다 많았고,

또한 항산화능(DPPH 라디칼 소거능)도 우수하였다(Fig. 5).

이와 같은 결과는 에탄올추출물에 비하여 열수추출물에서 페

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높고 황산화 활성에 기여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24].

한약재 중 당귀 열수추출물이 가장 우수한 SK-N-SH 세포

증식촉진 및 사멸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다(Fig. 2(A), Table 2).

당귀에는 coumarine계의 decursin, decursinol angelate와 β

-sitosterol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있고[8,11], 이러한 당귀는 면

역효과[7], 항산화효과[3,4], 항돌연변이효과[26], 항염증효과

[29], 항암효과[18,19]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Nam과

Kang [23]은 130여 종의 식물성 한약재 열수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검증 결과 25 종이 대조군에 비해 80% 이상의 전자공여

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류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주요물질이라고 보고하였다[10,22].

또한 당귀 추출물은 세포사멸 감소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SK-N-SH 세포 증식촉진 및 사멸억

제 효과는 열수추출법이 당귀에 함유된 페놀성 화합물과 이

들 물질을 효율적으로 가장 많이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한약재의 SK-N-SH 세포 증식촉진 및 사멸억제

를 위한 추출방법 중 열수추출방법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여

러 한약재 중에서는 당귀가 SK-N-SH 세포 증식촉진 및 사멸

억제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고, 건지황도 우수하였다. 따라서

이들 한약재를 사람의 인지능력 향상 및 관련 세포사멸 억제

를 위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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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추출방법에 따른 한약재의 인체신경모세포 SK-N-SH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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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의 추출방법에 따른 인체신경모세포 SK-N-SH에 대한 보호 효과를 연구하였다. 당귀, 건지황, 작약 및

천궁을 시료로 사용하였고, 열수추출(환류냉각, 5 시간), 증숙추출(100℃ 및 120℃, 90분 후 열수추출) 방법과 에탄

올추출(환류냉각, 5 시간)방법을 비교하였다. 추출물을 농도별로 SK-N-SH 세포에 2 시간 처리한 후 H2O2로 250

μM로 2 시간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한 다음 세포독성 및 apoptosis와 caspase-3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약재의 열수추출물이 다른 추출물보다 세포 증식을 촉진하였고, apoptosis를 억제하였다. 한약재 열수추출물 1

μg/μl 농도까지는 세포증식을 촉진하였지만,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오히려 감소시켰다. 열수추출물은 다른 추출

물보다 총페놀성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항산화능이 높았다. 또한, 이와 같은 효과는 당귀의 열수추출물

이 다른 약재 열수추출물보다 우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약재의 열수추출법이 인체신경모세포인 SK-N-SH의 증

식과 세포사멸 억제를 위해 가장 우수한 방법이었고, 당귀 열수추출물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 기억력

보호나 상실억제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