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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antioxidation effect and neuroblastoma cell protection effect
of donkey’s bone and skin extracts (DBSE). DBSE was extracted by a pressure-cooker for 48 h and
lyophilized. The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significantly in-
creased with increased doses of DBSE and 40 mg/ml of DBSE showed 95.43% of the DPPH scaveng-
ing effect, which was equivalent to 1 mg/ml of vitamin C. The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
6- sulph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also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and 20 mg/ml of DBSE showed 88.73% of the ABTS scavenging effect. The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μM Trolox equivalent) of DBS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a concentration of 10 mg/ml,
which showed 132.53 μM TE. The viability of oxidatively stressed brain cells induced by 500 μM H2O2

was protected by DBSE at concentrations greater than 50 μM. Cell viability after DBSE treatment at
50 and 100 μg/ml was 53.78 and 54.34 μM TE, respective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
tween both doses; however, 200 and 500 μg/ml of DBSE showed 59.74 and 66.08% of cell viability,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DBSE protected SK-N-SH from oxidation str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BSE may have potential to be used as natural antioxidants in food industry, while in vivo evidence
is necessary to support DBSE’s in vitro-based antioxidativ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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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웰빙을 추구하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 영양상태의 개

선 및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의 평균 수명이 점차 증가함

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의 노화를 비롯한 퇴행성 신경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질환의 발

생 원인으로 활성산소가 주목 받고 있다[19, 23]. 활성산소는

강한 산화력이 있어 인체 내에서 제거되지 못하면 산화적 스

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며[3], 세포막 분해, DNA 합성 억제, 단

백질 분해, 지방산화 등 생체 내에서 심각한 생리적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퇴행성 신경질환의 50% 이

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Alzheimer’s disease, AD)

는 기억과 인지에 장애를 가져오며, AD환자들은 산화적 스트

레스로 인한 뇌신경세포들의 손상 때문에 알츠하이머형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장애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8]. 세포사멸

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자들 중에서도

특히 활성산소종(ROS)의 주성분인 H2O2는 다양한 세포들의

세포사멸을 유도하며, in vitro 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6]. 이렇듯 신경퇴행성 장애와 같은 질환

의 원인이 활성산소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고됨에 따라 활성산

소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진 항산화제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섭취시 안전하고 합성 약

물이 갖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천연 항

산화제가 최근 들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7]. 또한 항산화 활성

을 측정하는 방법은 전자전달계 조절(DPPH, 1,1-diphenyl-2-

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능; ABTS, 2,2'-azino-bis(3-ethyl-

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소거능)과 라디칼 체인절단

(ORAC,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에 기반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식품의 경우 정확한 항산화 활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산화조건에서의 측정이 필요하다[20].

당나귀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고 아프리카, 중앙아메

리카, 아시아에 분포하며 주로 어린이와 여성의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질이 낮은 사료급여에도 잘 견디고 악조건의

기후에서도 생존율이 높아 사육이 쉽다[2]. 또한 발굽이 하나

로 구제역과 무관하며 질병에 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

로 등록되어 사육되고 있다. 당나귀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가

축의 하나이고 인류의 문화발달에 여러 가지로 기여해왔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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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aration of donkey’s skin and bone extracts.

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되어있지 않은 가축이기도

하다[1]. 동의보감에 의하면 당나귀의 뼈와 가죽 추출물의 노

화 방지 및 골 건강에 대한 효능을 설명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분석 자료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검증자료의 확립이

필요하다[10]. 이에 노화방지에 대한 가능성의 확인을 위해 당

나귀 껍질과 사골의 항산화 기능을 검증할 경우 부산물활용으

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나귀 사골과 껍질에서 얻은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당나귀 사골과 껍질은 ㈜한울소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 (3-ethyl-

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ascorbic acid, hy-

drogen peroxide (H2O2) solution, MTT (3-[4,5-dimethylthiazol-

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는 Sigma (Chemical

Co., USA)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을 위해

Dul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은 Hyclone (Logcen,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penicillin/streptomycin은 WelGENE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당나귀 사골과 껍질 추출물(DBSE)의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된 당나귀 사골과 껍질 추출과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당나귀 사골을 4℃ 물에서 12 시간 침수시켜

핏물을 제거하였다. 당나귀 사골 2 kg에 2배의 물을 넣고

10~20 분간 끓인 후 찬물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 한 후, 다시

3 배의 물을 첨가한 후 각각 7 시간씩 1, 2, 3 차 추출하여

거즈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당나귀 껍질은 잔털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밀가루와 굵은 소금

을 2:1로 첨가하여 5 회 세척하였다. 당나귀 껍질 1 kg을 1×2

cm 조각으로 잘라 껍질무게의 2 배의 물을 넣고 10~20 분간

끓인 후 찬물로 세척하였다. 다시 4 배의 물을 넣고 각 3 시간

씩 3 차 추출하여 혼합한 후 거즈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당

나귀 사골과 껍질 추출물은 추출물을 각각 동결 건조한 후에

1:1로 혼합하여(DBSE) -20℃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항산화 활

성 및 신경모세포종 SK-N-SH에 대한 보호효과 활성을 측정하

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Blois [5] 방법에 따라 DBSE (1,

10, 20, 30, 40 mg/ml) 1 ml에 0.2 mM DPPH solution (in

methanol) 1 ml을 가한 후 암실에서 30 분간 반응시켜 517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Molecular Device,

M2e, USA）을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에 의해 전자 공여능으로 계산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은 vitamin C (1 mg/ml)를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1-
(O.DSample-O.DReference)

)×100
(O.DControl)

*Control = DW 1 ml + 0.2 mM DPPH solution (in meth-

anol) 1 ml

*Reference = DW 1 ml + MeOH 1 ml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Re 등[1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7 mM ABTS 용액과 2.45 mM potassium persul-

phate 용액을 혼합하여 암소에서 12~16 시간 동안 방치하여

ABTS+ 라디칼을 형성시켰다. 라디칼이 생성된 용액을 735 nm

에서 흡광도 값이 0.7±0.02가 되도록 희석한 다음, DBSE (1,

5, 10, 15, 20, 50 mg/ml) 50 μl와 ABTS
+
용액 950 μl를 혼합하여

30℃ 암실에서 30 분간 반응시킨 뒤, 735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 (Molecular Device, M2e, USA）를 이용하

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은 vitamin C (1 mg/ml)를 사

용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O.DControl-O.DSample)

)×100
(O.DControl)

* Control=0.7±0.02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

ORAC assay는 ORAC activity assay kit (Cell Biolabs, Inc.,

USA)로 측정하였다. 표준시약은 trolox을 사용하였으며, fluo-

rescent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 M2e, USA）를

사용하여 37℃에서 excitation wavelength 480 nm, e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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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donkey’s bone and

skin extracts. All values are means±S.E.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different significantly at p<0.05.

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donkey’s bone and

skin extracts. All values are means±S.E.
a-f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different significantly at p<0.05.

wavelength 520 nm에서 60 분 동안 1 분 간격으로 형광을

측정하였다. 표준시약 농도와 AUC 간의 희귀곡선을 이용하

였으며, 결과는 µM trolox equivalent로 나타내었다.

인간 신경모세포종 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인간 신경모세포종 SK-N-SH (HTB-11)

cell은 ATCC로부터 분양받았으며, 10% FBS와 1% penicillin/

streptomycin가 첨가된 DMEM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독성(MTT assay)

세포독성 시험은 Kim 등[12]의 방법에 따라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세포배양 후 DBSE은 각각 10, 50, 100,

250, 500 μg/ml으로 처리하고, 24 시간 후 MTT stock solution

시약을 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배지를 제거하였다. 생성된 for-

mazan crystals을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인 후, 540

nm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 M2e,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결과값은 대조군에 대한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H2O2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효과

MTT reduction assay를 이용하여 DBSE의 산화적 스트레

스에 대응한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측정하였다. 추출물을 세포

에 24 시간 동안 pre-incubation한 후, 500 μM H2O2를 2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이 상태의 세포에 MTT stock solution 시약

을 4 시간 동안 처리한 후 배지를 제거한 다음 생성된 for-

mazan crystals을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인 후, 540

nm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 M2e,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은 vitamin C (200

μM)를 사용하였고, 세포 생존율은 대조군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본 실험의 모든 결과는 SAS program (ver. 9.2 Statistics

Analytical System)의 General Linear Model (GLM) 방법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하였다. 처리군의 평균값 간의 비교를 위

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5% 수준에서 유

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DPPH 라디칼 소거활성

SBSE 처리에 의한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양성 대조군으로 vitamin C를 사용하였다.

DBSE을 1, 10, 20, 30 및 50 mg/ml의 농도로 처리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각각 19.97, 38.73, 50.11, 89.09 및 95.43%로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PPH 라디칼 소거활성도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특히 농도 40 mg/ml에서 95.43

%의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1 mg/ml의 vitamin C와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었다(p<0.05).

Kim 등[14]은 당나귀의 새끼(7 개월령) 육골즙을 열수 추출하

여 DPPH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40 mg/ml의 수준에서 98.73

%으로서 유의적인 소거능을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ABTS
+

라디칼 소거활성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양성대조군으로 vitamin C를 사용하였다. DBSE을 1, 5, 10,

15 및 20 mg/ml의 농도로 처리한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각각 19.44, 47.22, 69.33, 81.10 및 88.73%로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BTS 라디칼 소거활성도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p<0.05). 20 mg/ml의 DBSE의 DPPH 소거 (50.1%) 보다

같은 20 mg/ml의 농도에서 ABTS 소거능(81.10%)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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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RAC activities of donkey’s bone and skin extracts. All

values are means±S.E.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different significantly at p<0.05.

Fig. 5. Cytotoxicity of neuroblastoma brain cell (SK-N-SH) of

donkey’s bone and skin extracts. All values are

means±S.E.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different

significantly at p<0.05.

Fig. 6. Neuroprotective effects of donkey’s bone and skin ex-

tracts on oxidative damage of neuroblastoma brain (SK-

N-SH) cell induced by H2O2 . All values are means±S.E.
a-f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different significantly

at p<0.05.

이유는 DPPH assay의 경우 자유라디칼을 소거하지만, ABTS

는 양이온 라디칼을 소거하는 차이를 가지며, 두 기질과 반응

하는 반응물과의 결합 정도가 상이하여 라디칼 소거능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1, 16].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

ORAC의 측정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으며, 표준시약으

로 vitamin E 수용성 유도체인 Trolox (6-hydroxy-2,5,7,8-tet-

ramethylchroman-2-carbonyl acid)를 사용하였다. DBSE의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ORAC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p<0.05), 특히 10 mg/ml의 농도에서 132.53 μM TE의 높

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DBSE의 항산화 활성 결과를 종합해보

면, DPPH, ABTS 라디칼 소거능과 ORAC 활성에서 처리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p<0.05). Kim 등[13]

은 10 mg/ml의 당나귀의 머리추출물의 ORAC값이 1 mg/ml

의 vitamin C의 값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이 있음을 보고하였

다. 또한 Kim 등[12]은 돼지껍질에서 젤라틴을 추출하여 fla-

vorzyme으로 효소 분해한 3 kDa 이하의 저분자 펩타이드 1

mg/ml의 ORAC 활성을 측정하였는데 141.39 μM TE의 활성

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여 효소 분해한 저분자 펩타이드 물질

의 항산화 효과를 보고하였다.

세포독성(MTT assay)

MTT assａy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물질대사 능력을 측정

하는 것으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실험방법으로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DBSE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인간

신경세포주 SK-N-SH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고농도인 500 μg/ml에서 세포생존율이

121.16%을 보여 인간 신경세포주(human neuroblastoma)의

세포활성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Kim 등

[13]은 암당나귀 머리를 압력을 가하여 48 시간 추출한 후

10-5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SK-N-SH의 세포 생존

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

미토콘드리아는 신경세포에서 산화적 손상에 대하여 취약

한 세포기관 중 하나인데[22], 인간의 신경세포주인 SK-N-SH

신경세포에 대표적인 활성산소종인 H2O2를 처리하여 유발시

킨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 DBSE의 처리에 의한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세포 생존율

은 H2O2를 처리한 처리구에서 대조구에 비해 45.02%의 생존

율을 나타내었으며, H2O2와 200 μM vitamin C를 동시에 처리

한 처리구에서는 90.01%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H2O2만 처리

한 처리구에 비해 약 44.99%의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었

다(p<0.05). 한편, DBSE을 5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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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의 생존율을 나타내었고, 이는 H2O2 대비 약 21.06%의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양성대조군인 vitamin C

(200 μM)보다는 낮은 생존율을 나타내었다(p<0.05). 이러한 신

경세포 보호효과는 앞에서 제시한 DBSE의 DPPH 라디칼 소

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과 ORAC활성과 같은 항산화기능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12].

이와 유사하게 당나귀 머리 추출물 200과 500 μg/ml은 항

산화 효과를 보였으며 과산화수소수 처리에 의한 산화적 스트

레스로부터 신경세포의 회복능력을 나타내었다고 Kim 등[13]

은 보고하였다. Wang 등[21]은 돼지껍질 젤라틴을 pepsin과

papain을 처리하여 2 시간 분해한 후 8,000 Da 이하의 펩타이

드를 분리하여 H2O2를 처리하여 유도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보호효과를 측정한 결과 150 mg/l의 농도로 처리시

SH-SY5Y 세포의 보호효과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Kim 등[12]은 신경모세

포종 SH-SY5Y 세포에 돼지껍질 젤라틴을 flavorzyme 1000
TM

으로 분해하여 얻은 3 kDa 이하의 저분자 펩타이드를 500 μg/

ml으로 처리한 결과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신경세포

에 H2O2를 처리하여 유발시킨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

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한 결과 저분자 펩타이드를 100 μg/ml

으로 처리 시, 86.45%의 세포생존율을 보였으며 H2O2 처리구

에 비해 29.98%의 신경세포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동물성 단백질을 가열 처리하면 균일하지는 않지만 저분자

의 크기로 분해할 수 있다. 분해된 저분자 물질은 펩타이드류

가 많은데 이들 중 특히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는 펩타이드는

주로 3-20개의 아미노산을 구성하고 있으며 단백질의 상태에

서는 불활성을 보이다가 소화관효소, 미생물효소, 식품가공과

정에서 분해되어 생성된다[17]. 동물의 뼈와 가죽(껍데기)은

주로 콜라겐 단백질(type I)로 이루어져 있는데 콜라겐 펩타이

드는 주로 proline, glycine, hydroxyproline으로 구성되어 생

리조절기능성,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흡수성, 낮은 부작용 등

의 기능으로 식품과 의약품시장에서 중요한 물질로 이용되고

있다[9,17]. Kim 등[12]은 돼지껍질 젤라틴과 돼지껍질 효소분

해하여 얻은 저분자 펩타이드들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

과, 돼지껍질 젤라틴추출물의 처리보다는 효소분해하여 분리

한 3kDa이하의 저분자 펩타이드들의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p<0.05) DPPH는 50 mg/ml의 저분자

펩타이드 처리구에서 91.97%의 소거능을, ABTS는 20 mg/ml

에서 89.83%의 소거활성을 보였다고 하였다. 당나귀 사골과

껍질 추출물 1 mg/ml은 50 µM Trolox equivalent (TE)의 활성

을 보였으나 Kim 등[12]은 같은 처리농도에서 돼지껍질 젤라

틴은 25 μM TE 활성을 보였다고 하여 당나귀 껍질 추출물이

더 높은 ORAC값을 보였음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서는 열처리를 통해 얻은 당나귀 사골과 껍질 추출물의 특정

펩타이드 서열 및 구조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콜라겐단

백질 유래의 저분자 펩타이드의 항산화 활성 및 신경세포보호

효과는 콜라겐을 구성하는 proline, glycine, hydroxyproline

등의 주요 구성 아미노산과 서열의 차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당나귀 사골과 껍질 추출물

은 콜라겐 단백질 분해물로 라디칼 소거능과 반응산소 제거능

력이 있으며 이러한 항산화 활성을 통해 산화적 스트레스로부

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동물실험을

통한 안전성 분석과 효과적인 적정 투여 농도설정 등의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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