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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n attempt to identify the neuroprotective effect of Cudrania tricuspidata (CT) leaves against ROS (reactive oxygen species)-induced 

oxidative stress in neuronal cells, the extracts from CT leaves were investigated using PC12 cells and N18-RE-105 cells. The methanolic and 

ethanolic extracts from CT were denoted as CTM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methanolic extracts) and CTE (Cudrania tricuspidata Leaves 

ethanolic extracts), respectively. The neuroprotective effects of the extracts were measured by DCF-DA assay, MTT reduction assay, and LDH 

release assay. The PC12 cells exposed to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and the N18-RE-105 cells exposed to glutamate-induced oxidative 

stres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TM and CTE. The results, CTM treatments resulted in the induction of a dose-dependent 

protective effect in PC12 cells and N18-RE-105 cells. Interestingly, CTE also showed neuroprotective effect in PC12 cells and N18-RE-105 cells.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TM and CTE could be a new potential candidate as neuroprotective agents against ROS-induced 

oxidative stress in neuron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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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현대사회는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

년층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에 이르고 있으며, 2050년에

는 38.2%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

에 따른 만성질환의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노화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퇴행성 신경질환과 심혈관계질환 등이 

전체 사망원인 중 압도적 우위를 차지함에 따라 사회적인 문

제로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퇴행성 신경질

환은 정상적인 노화과정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신경세포의 죽

음에 의하여 뇌나 척수의 기능이 마비되어 인지능력, 보행능

†Corresponding author : Hae-Ryong Park,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631-701, Korea

  Tel: +82-55-249-2689

  Fax: +82-0505-999-2171

  E-mail: parkhy@kyungnam.ac.kr

력 그리고 운동능력 등이 감소하게 되는 질환이다. 이러한 

퇴행성 신경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

(oxygen free radical)(Hess ML과 Anson NH 1984, Yoon MY 

등 2007)이다. 이는 mitochondria 내의 전자전달계 및 백혈구 

세포의 활성화 등 정상적인 세포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포 내 신호전달물질로 작용한다. 체내 대

사활동에 필요한 산소는 호흡을 통해 유입되고, 체내로 유입

된 산소의 2% 정도는 활성산소가 된다(Chai Y 등 2006). 이

러한 활성산소가 체내에 적정량 존재할 때에는 생체방어 과

정 중 하나로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한 살균작용을 통해 병원

체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지만 과다하게 발생할 경

우 생명현상을 둔화시키거나 신경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다(Cho 

IY와 Sheen YY 등 2009, Sagara Y 1998b).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활성산소는 4개의 전자에 의해서 환원되어 강력한 산화제

가 되고, 그것을 ROS (reactive oxygen species), 활성산소종이라

고 한다. 산소 분자가 한 개, 두 개 혹은 세 개의 전자에 의해 

환원된 것을 O2
- 

(superoxide radical), H2O2 (hydrogenperoxide) 

ISSN 2287-1780(Print)

ISSN 2287-1772(Online)

http://dx.doi.org/10.9724/kfcs.2012.28.6.821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28권 제6호(2012)

822  강용경·이은아·박해룡

혹은 OH
- 

(hydroxyl radical), 
1
O2 (singlet oxygen)이라고 하며 

이들은 인체 내에서 화학적 또는 효소적 반응에 의해 생성되

고 있다(Halliwell B와 Aruoma OI 1991, James AGC 등 2010, 

Kim JH 등 2009, Lee YS 2007).  

이러한 활성산소가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부위가 바로 

인간의 뇌이다. 뇌는 체중의 2% 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 정도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 가장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부위이다. 그러므로 뇌는 다른 장

기들에 비하여 산소 이용률이 높아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

게 되고, 산소에 의해 쉽게 산화되는 과산화지질의 함량 또한 

높아 활성산소로부터 쉽게 파괴된다. 그리고 뇌에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항산화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 보다 쉽게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신경세포가 사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경세

포는 제한된 증식력과 분화력으로 세포의 수가 태어나면서부

터 한정되어있기 때문에(Lenaz G 1998, Rhee SG 1999) 상대

적으로 저 연령대의 사람보다 고 연령대의 사람들이 신경세

포 사멸빈도가 높은 것이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과도

하게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각종 퇴행성 신경질

환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Benzi G와 Moretti A 1995, Sagara 

Y 등 1998a).

활성산소를 소거시키기 위해 세포 내에서는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superoxide dismutase (SOD) 등의 항산

화효소와 glutathione, uric acid 등과 같은 여러 비효소적 항

산화물질들로 인해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세

포는 보호되어지며, 특히 glutathione peroxidase는 환원형 

glutathione (GSH)을 산화형 glutathione (GSSG)으로 산화시키

면서 H2O2를 제거하며 GSSG는 glutathione reductase에 의해 

다시 GSH로 환원되어 인체 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하

게 된다. 세포 내에 독성 또는 산화적 손상이 일어난 경우에

는 GSSG가 서서히 증가하게 되어 GSH/GSSG의 불균형을 초

래하여 세포사멸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GSH은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 내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중

요한 물질로 여겨지고 있다(Kato S 등 1993). GSH의 구성 아

미노산 중 하나인 glutamate는 중추신경계에서 주요한 흥분성 

신경전달물질로서 신경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뇌 

속의 과다한 축적은 뇌세포의 사멸과 변성을 초래하여 알츠

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Choi WH 등 2005). 또한 glutamate의 농도 증가가 신경세

포의 괴사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활성산소를 조

절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진 항산화제들과 ROS 

소거활성을 가진 물질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Jeong GS 등 2009, Kwon GR 등 2009).

본 연구팀에서는 ROS 소거활성과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갖는 추출물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자생하고 있는 

약용식물 추출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꾸지뽕

(Cudrania tricuspidata)잎 추출물로부터 강력한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꾸지뽕잎은 뽕나무과에 속하

는 꾸지뽕나무의 잎으로 flavonoids, xanthones, benzenoids, 

rutin, morphine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다

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것으로 추측하여 습진, 유행성 이하선

염, 폐결핵, 타박상, 급성관절염 등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Kang DG 등 2002). 그 외에 과산화지질 생성

억제활성, 항균활성, 항암활성, 면역조절활성, 항산화활성, 신

경세포 보호 효과(Cho EJ 등 2003, Zou YS 등 2004, Lee BW 

등 2005, Shi L과 Fu Y 2011, Jeong CH 등 2010) 등의 생리

활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선행연구 중, 신경세포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자료에 의하면 꾸지뽕을 이

용한 부위별(뿌리, 잎, 과일, 줄기) 물 추출물 연구를 통해 산

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부위를 

확인한 결과, 잎에서 H2O2가 유도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

한 세포독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

다(Jeong CH 등 2010). 그러나 최근까지 꾸지뽕잎을 100% 

methanol과 ethanol 등의 유기용매로 추출한 추출물을 통해 

세포 내 수준에서의 ROS 소거활성과, 산화적 스트레스로 발

생되는 세포독성 및 glutamate가 유도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신경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물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꾸지뽕잎을 100% 

methanol, ethanol의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추출물을 제조하고, 

그 유효성분들이 H2O2가 유도하는 ROS 생성을 억제하고, 각

기 다른 신경세포주에서 H2O2 및 glutamate가 유도하는 다양

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

를 밝히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꾸지뽕잎은 경남 산청군에서 자생하는 

것을 추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신경세포주 배양을 위해 

필요한 fetal bovine serum (FBS), horse serum (HS),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penicillin- 

streptomycin은 Gibco-BRL (Grand Island, NT, USA)에서 구입

하였고, 꾸지뽕잎 추출물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에 사용된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hydrogen peroxide solution (H2O2), 

2’,7’-dichlorofluoresceindiacetate (DCF-DA), dimethylsulfoxide 

(DMSO)는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lactate 

dehydrogenase (LDH) release assay kit는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로부터 제품을 구입하

였다. 그 외의 연구에 사용된 여러 가지 용매 및 시약은 모

두 일급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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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출물 제조

꾸지뽕잎 5 g에 methanol을 200 mL, ethanol을 200 mL 가

하여 3일간 상온에서 추출한 후, 여과지(5C. 110 mm, Tok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로 여과하였다. 이 추출액을 

40℃에서 회전감압 농축기(EYELA N-1000,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감압 농축하여 각 용매 추출물을 얻었다. 꾸지뽕잎 

methanol, ethanol 추출물을 CTM과 CTE로 명명하였고, 각각 

10 mg/mL로 DMSO (dimethyl sulfoxide)에 녹여 적당한 농도

로 희석하여 세포주에 DMSO의 최종농도가 1%가 되도록 처

리하였다.

3. 세포주 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rat pheochromocytoma PC12와 

hybridoma N18-RE-105로서 각각 한국세포주은행(KCLB)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을 위해 DMEM medium에 

10% FBS, 5% HS을 첨가하였고, PC12 세포주에는 100 

unit/mL의 penicillin, 100 mg/mL의 streptomycin을 첨가하고, 

N18-RE-105 세포주에는 1 × HAT supplement를 첨가하여 사

용하였다. 95%의 습도가 유지되는 37℃, 5% CO2 incubator 

(MCO-18AIC, Sanyo, Osaka, Japan)에서 배양하였다.

4. ROS 발생량 측정

CTM과 CTE의 ROS 소거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C12 세

포주를 이용하여 DCF-DA assay를 실시하였다. PC12 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1 × 10
5 

cells/mL로 분주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CTM과 CTE를 농도 별(10, 

50, 100 g/mL)로 처리하여 30분간 배양한 뒤 1 mM H2O2를 

처리하고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ROS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

여 ethanol로 희석된 10 M DCF-DA 시약을 처리하여 30분간 

배양하고 상등액 100 L를 취해 형광 plate로 옮긴 후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 (GENios)를 사용하여 형광강도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5 nm)를 측정하였다. DCF 

형광강도에 대한 증가율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fold로 계산하

였다.

5. MTT 분석을 통한 세포생존율 측정

CTM과 CTE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MTT reduction assay를 실시하였다. PC12 세포주는 1 × 10
5
 

cells/mL로 맞추어 96 well plate에 각각 100 L씩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후, CTM과 

CTE를 10, 50, 100 g/mL의 농도로 제조하여 세포주에 처리

하여 30분 동안 배양하고, 최종처리 농도가 0.5 mM H2O2가 

되도록 처리하여 2시간 동안 CO2 incubator에서 배양한 뒤 각 

well에 PBS 완충액에 녹인 MTT (5 mg/mL) 용액을 10 L씩 

첨가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켜 formazan 형성을 확인하고 

formazan이 흩어지지 않게 상등액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100 

L의 DMSO를 첨가하여 formazan을 녹인 후 ELISA reader 

(Model 680, BioRad,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18-RE-105 세포주의 경우 5 × 10
4 

cells/mL로 

맞추어 CTM과 CTE를 PC12 세포주에 처리한 같은 농도로 실

시하여 30분 동안 배양한다. 이후 최종처리 농도가 20 mM의 

glutamate가 되도록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PBS 완충

액에 녹인 MTT (5 mg/mL) 용액을 10 L씩 각 well에 처리하

여 1시간 동안 다시 반응시켰다. Formazan 형성을 확인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였으며, 꾸지뽕잎 

추출물들을 처리하지 않고 배양시킨 대조군 세포를 100%로 

하였을 때의 상대적인 세포생존율을 구하였다.

6. LDH 측정에 의한 세포독성 확인

신경세포주에 대한 CTM과 CTE의 세포독성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하여 LDH (lactate dehydrogenase) release assay를 실시

하였다. PC12 세포주는 1 × 10
5 

cells/mL로 맞추고, 100 L씩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한 뒤, CTM과 CTE를 각각 10, 50, 100 g/mL의 농도로 세

포주에 처리하였다. 이후 30분간 CO2 incubator에서 배양시킨 

후 세포주에 대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기 위해 최종처

리 농도가 0.5 mM H2O2가 되도록 처리한 뒤 2시간 배양하였

다. N18-RE-105 세포주의 경우 5 × 10
4 

cells/mL로 맞춘 후 

24시간 동안 배양시킨 후, CTM과 CTE의 최종처리 농도가 10, 

50, 100 g/mL의 농도가 되도록 세포주에 처리하여 30분 동

안 배양한 뒤 최종처리 농도인 20 mM의 glutamate에 노출시

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로부터 방출된 LDH를 측정

하기 위해 배양액 중 상등액을 새로운 96 well plate에 50 L 

분주하여 이 배양액에 LDH reagent를 50 L씩 첨가하고, 상

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완료되면 stop solution인 

1 N HCl을 100 L씩 첨가하여 반응을 중지시키고,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생존하

는 세포의 LDH 측정을 위해 배양액을 제거한 후, 0.5% triton 

X-100 용액을 50 L 첨가하여 40 rpm으로 10분간 shaking 시

켜 세포벽을 깨트리고 LDH reagent 50 L를 첨가하여 반응시

켰다. 반응이 완료되면 stop solution인 1 N HCl을 100 L씩 

첨가하여 반응을 중지시키고,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LDH에 의한 세포독성의 백분

율은 배양액과 살아있는 세포에서 총 LDH에 대한 배양액으

로부터 유리된 LDH의 값으로 계산하여 H2O2 실험군, 

glutamate 실험군과 비교한 값을 나타내었다.

7. 통계처리 

모든 자료의 처리는 SPSS-PC+ 통계 package를 사용하여 처

리하였다. 각 항목에 따라 백분율과 평균치 ± 표준편차(SD)

를 구하고 각 추출물의 세포독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one-way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여 F값을 구하고 Scheffe's 

test를 이용하여 대조군과 각 구간의 유의성 차이를 검증하였

다. 통계적 유의성은 5% 수준에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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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과 및 고찰

1. CTM, CTE의 ROS 소거활성

활성산소종의 하나인 H2O2를 PC12 세포주에 처리 시간과 

농도를 달리하였을 때 발생하는 ROS의 양을 확인한 결과(Fig. 

1), H2O2를 1 mM 농도에서 30분간 처리하였을 때 정상군에 

비하여 약 15배 정도 높은 ROS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ROS 발생 조건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PC12 세포주에 1 mM H2O2를 처리하여 30분간 반응시켰을 

때 CTM과 CTE의 ROS 소거능을 알아보았다. 정상군과 H2O2

처리군 그리고 H2O2와 각 추출물을 농도 별로 처리한 실험군

을 비교하여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2와 같이 무처리 정상

군에 비해 H2O2를 30분간 처리한 군은 ROS 발생량이 27.2배 

증가하였지만, CTM과 CTE를 각각 10, 50, 100 g/mL의 농도

로 처리하였을 시 CTM을 처리한 군에서는 16.5, 9.9, 6.0배로 

ROS 발생량이 억제되었고 CTE를 처리한 군에서도 역시 17.3, 

10.8, 6.4배로 ROS 발생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Lee HJ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꾸지뽕잎 

70% methanol과 70% ethanol 추출물의 DPPH radical에 전자

를 공여하여 산화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비교대조군인 1% 

Vitamin-C보다 10% 가량 더 우수하다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in vitro 항산화효과 실험을 토대로 꾸지뽕잎의 항산화활

성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DCF-DA assay

을 이용하여 세포주 수준에서 꾸지뽕잎 추출물이 직접적으로 

ROS 생성을 억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ROS levels on various concentrations of H2O2 in 

PC12 cells. To induce intracellular oxidation, the PC12 

cells were treated with 0.1, 0.5, 1 mM of H2O2 for 30, 60, 

90, 120min. The increase of DCF fluorescence was 

calculated as fold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Significant vs. control cells (**:p < 0.01; ***:p < 0.001).

Fig. 2. Inhibitory activity of CTM and CTE on 

H2O2-induced ROS production in PC12 cells. The cells 

pre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10, 50, 100 

g/mL) of CTM and CTE for 30 min were exposed to 1 

mM of H2O2. Intracellular ROS levels were measured by 

fluorescent probe DCF-DA. CTM and CTE decreased 

H2O2-induced ROS production. The values represent 

triplicat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 vs. 

H2O2-treated cells (
***:p < 0.001; ###:p < 0.001).

2. PC12 세포주에 대한 CTM, CTE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

세포 내에서 유전자 발현 변화조절과 세포활동·모양 등을 

조절하는 H2O2는 신호전달 물질로서 작용하며, 생체의 정상적

인 영위에서 10
-9
-10

-7 
M로 항상 생성되고 있지만 구리(Cu

2+
)나 

철(Fe
2+

)이온 존재 하에 hydroxyl radical로 전환되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함에 따라 세포손상을 일으켜 퇴행성 신경질

환, 암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Oda A 등 2010, 

Pavlica S와 Gebhardt R 2010, Zaidi A 등 2009). 본 연구에서

는 H2O2가 유발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PC12 세포주를 

보호하는 꾸지뽕잎 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itochondria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한 세포생존율을 측정하는 

MTT reduction assay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군과 H2O2 처리군, 

그리고 H2O2와 CTM, CTE를 각각 농도 별로 처리한 실험군의 

세포생존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Fig. 3A와 같이 정상군에

서 세포생존율을 100%로 하였을 때 H2O2 단독 처리군은 

20.7%로 정상군에 비해 약 80%가 더 사멸하였으나 CTM을 

10, 50, 100 g/mL 처리한 군은 각각 29.6, 69.1, 74.4%의 농

도 의존적인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CTE를 처리한 군에

서도 각각 43.4, 71.7, 73.7%의 수준으로 생존하여 꾸지뽕잎 

추출물인 CTM과 CTE 모두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꾸지뽕잎 추출물들의 

신경세포 보호작용은 부분적으로 mitochondria 보호기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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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tective effect of CTM and CTE on 

H2O2-induced cytotoxicity in PC12 cells (A: MTT 

reduction assay, B: LDH release assay).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10, 50, 100 

g/mL) of CTM and CTE for 30 min and then treated 
with 0.5 mM of H2O2 for 2 h. (A) After MTT assay, the 

MTT reduction rat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was calculated by setting each of control survivals in 

the absence of H2O2, CTM and CTE. (B) As the results 

of LDH release assay, data were normalized to the 

activity of LDH released from vehicle-treated cells 

(100%) and expressed as percentage of the control 

(obtained separate plating). Significant vs. H2O2-treated 

cells (**:p < 0.01; ***: p < 0.001; ###:p < 0.001).

해 일어남을 추측할 수 있었다. Mitochondria는 다른 세포 내 

소기관 보다 산화적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기관 중 하나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ATP 생산량이 감소되어 물질대

사가 원활히 되지 않아 세포의 기능을 소실하게 되어 세포사

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므로, CTM과 CTE을 처리하였을 때 농

도 의존적인 세포 보호 효과를 보였으므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뇌신경세포는 상대적으로 많은 불포

화지방산을 함유하여 산화적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경세포 보호 효과와 신경세포막과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동일한 조건에서 LDH (lactate 

dehydrogenase) release assay를 실시하였다(Fig. 3B) (Kim JH 

등 2009). H2O2로 유도된 신경세포막 손상으로부터 꾸지뽕잎 

추출물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세포질 성분

의 LDH 방출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0.5 mM H2O2를 30분

간 단독 처리하였을 때 84.4%로 정상군에 비해 약 61%가 더 

사멸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CTM을 농도 별(10, 50, 100 

g/mL)로 처리하였을 때 83.8, 52.3, 33.1%로 사멸하였다. 

CTE을 처리하였을 때도 78.6, 32.6, 27.6%로 LDH 방출량이 

감소하여 정상군의 수준으로 세포가 보호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포배양에서 LDH의 방출수준을 알아봄으로써 

세포손상 정도와 비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꾸지뽕잎 추출물 처리군에서 H2O2가 유도하는 산화적 스트레

스로 인한 세포손상으로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신경세포를 보

호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LDH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CTM과 CTE는 H2O2에 의해 발생된 ROS를 소거

함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유도되는 mitochondria 파괴

와 membrane 손상으로 인한 세포사를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N18-RE-105 세포주에 대한 CTM, CTE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

Glutamate는 척추동물의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흥분

성 신경전달물질 (Chen L와 Huang LY 1991, Coyle JT와 

Puttfarcken P 등 1993)로 뇌 조직 중에서 기억력과 학습력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소뇌편도, 해마 등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세 종류의 수용체인 quisqualate, N-methyl-D-aspartate 

(NMDA) 및 kainite 수용체에 작용하여 다양한 생리작용의 발

현에 관여한다(Monaghan DT 등 1989). 또한, 뇌의 원활한 기

능 유지에 꼭 필요하나 일단 뇌가 손상을 받으면 신경세포 

내에서 밖으로의 유출이 증가되고 안으로의 유입은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세포 밖의 glutamate 농도를 급속히 증가하게 된

다. 세포 내 glutamate 농도가 10
-3 

M이내와 세포 밖의 농도

가 10
-6에서 10

-5 
M일 때가 정상 수치이나 50 M까지 상승하게 

되면 독성을 유발함에 따라 cystine의 유출을 증진시키거나 

glutamate-cysteine의 anti-porter를 억제함으로써 경쟁적으로 

cystine의 흡수를 막음으로써 glutathione (GSH)는 점점 감소하

게 되고 ROS는 점점 과잉으로 축적되어 신경세포의 괴사를 

초래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Fonnum F 1984, 

Hara J 등 2009, Wieloch T 1985). 본 연구에서는 꾸지뽕잎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28권 제6호(2012)

826  강용경·이은아·박해룡

Fig. 4. Neuroprotective effect of CTM and CTE on the 

glutamate-stressed N18-RE-105 cells (A: MTT reduction 

assay, B: LDH release assay). Values are mean with 

standard error of triplicate experiments.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 of CTM and 

CTE for 30 min, and then further treated with 20 mM 

glutamate for 24 h. (A) The MTT reduction rate was the 

difference in absorbance values between the treated 

and control wells divided by the control absorbance. (B) 

The LDH release rate was presented as percentage of 

control values. The results from the LDH release assay 

were normalized to the activity of LDH released from the 

H2O2-treated cells (100%) which had been obtained by 

separately plating. Data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re representative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 vs. glutamate- 

treated cells (***:p < 0.001; ###:p < 0.001).

성분 중에서 glutamate로부터 유도되는 세포독성으로부터 신

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신경계 세포주 

hybridoma N18-RE-105로 PC12 세포주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무처리 정상군과 20 mM glutamate를 처리한 대조군을 비교하

기 위해 MTT reduction assay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Fig. 

4A), 무처리 정상군의 세포생존율을 100%로 하였을 때 

glutamate를 단독으로 처리하면 35.1%로 약 64.9%가 더 사멸

하는데 반해 CTM을 10, 50, 100 g/mL 처리한 군은 각각 

54.5, 76.2, 70.7%의 수준으로 생존하였고 CTE를 처리한 군에

서는 각각 64.6, 70.2, 61.6%가 생존하여 강력한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CTM과 CTE의 신경세포 보호활

성 기전 연구를 위하여 세포막 손상 정도에 따른 배양액 속

의 LDH의 방출 양을 측정한 결과는 Fig. 4B와 같이, 20 mM 

glutamate 처리군에서 67.3% 정도의 LDH 방출량으로 무처리 

정상군에 비해 약 35.4%가 더 사멸하는데 반해 CTM을 명시

된 농도(10, 50, 100 g/mL)로 처리하였을 때 49.2, 31.3, 

32.1%로 감소하는 세포사를 보였다. 또한, CTE를 동일한 농

도로 처리하였을 때도 43.0, 31.5, 35.7%로 LDH 방출량이 감

소하여 정상군의 수준으로 세포가 보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glutamate의 독성에 의한 세포막 손상으로 

방출되는 LDH양을 측정하여 방출되는 LDH가 감소된다는 것

을 확인함으로써 꾸지뽕잎 추출물들이 신경세포막 손상을 강

력하게 억제하여 방출되는 LDH양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고농도의 glutamate가 독성을 유발함에 

따라 cystine의 유출 또는 glutamate-cysteine의 anti-porter를 억

제함으로써 cystine의 흡수를 막아 glutathione (GSH)의 감소로 

과잉축적 된 ROS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하는 신경세

포의 괴사를 CTM과 CTE가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꾸지뽕잎 추출물이 ROS 생성을 저해하여 산화

적 스트레스가 유도하는 세포독성을 억제하여 신경세포를 보

호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PC12 세포주와 

N18-RE-105 세포주를 이용하여 DCF-DA assay, MTT reduction 

assay, LDH release assay를 실시하였다. H2O2로 산화적 스트

레스가 유도된 PC12 세포주에 대해 꾸지뽕잎 추출물을 

methanol 추출물(CTM)과 ethanol 추출물(CTE)로 나누어 ROS 

소거능을 확인해본 결과, CTM과 CTE 모두 효과적인 ROS 소

거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H2O2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은 PC12 세포주와 glutamate에 노출된 N18-RE-105 세포주에 

대한 CTM과 CTE의 세포 보호 효과 실험을 실시한 결과, 두 

추출물 모두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유도되는 세포독성을 억

제하여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꾸지뽕잎 추출물은 ROS의 생성을 억제

하고 신경독성을 유도하는 H2O2나 glutamate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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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퇴행성 신경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의 개발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치료제

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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