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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aves of Spiraea prunifolia were extracted with

80% aqueous MeOH and the concentrates were partitioned into

EtOAc, n-BuOH, and H2O fractions. The repeated SiO2 or ODS

column, and medium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ies for the n-

BuOH fraction led to isolation of two phenolic glucosides. The

chemical structures of these compounds were determined as

isosalicin (1) and crenatin (2) based on spectroscopic analyses

including Nuclear magnetic resonance and MS. Extracts were

analyzed using UPLC-MS/MS providing a short analysis time

within 5 min using MRM technique. The concentration of crenatin

was higher as 9.53 mg/g and isosalicin was lower as 0.65 mg/g.

Neuroprotective effects of these compounds against hydrogen

peroxide (H2O2)-induced neurotoxicity were evaluated. The results

showed that exposure to H2O2 induced morphological changes,

cell death and neurotoxicity in SK-N-MC cells. However,

pretreatment with crenatin resulted in inhibition of morphological

change, reduction of loss of cell viability and attenuation of

neuronal damag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neuroprotective

effect of crenatin isolated from S. prunifolia can be a good

candidate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beneficial foods which

can ameliorate the degenerative neuronal disease caused by

oxidative stress.

Keywords Crenatin · Isosalicin · Neuroprotective effect ·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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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츠하이머 치매(Alzheimer’s disease; AD) 질환으로 대표되는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은 노령화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발병 추

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가 지속적

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AD의 주요

발병 원인은 신경세포에서 amyloid β protein의 과도한 생성 및

축적과 과도한 산화스트레스 유발 등으로 인한 신경세포가 사

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포 내 자유라디칼(free radical)

및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의 과생성으로 인해 유

발된 산화스트레스는 단백질, 지질 및 DNA등 주요 생체분자들

의 손상을 일으켜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기능 손실 및 세포사

멸(apoptosis)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1,2]. 따라서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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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천연물을 이용하여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각광 받고 있다[3,4].

조팝나무(Spiraea prunifolia var. simpliciflora)는 쌍떡잎식물,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중국, 타이완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널리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북도를

제외한 전역에 자생한다고 알려져 있다[5]. 한방에서는 조팝나

무의 뿌리를 소염화 또는 상산목이라 하여 상산(Dichroa febrifuga

Lour.)의 대용으로 해열, 소염, 진통, 신경통 및 학질 등의 치료

에 이용하여 왔다[6,7]. 조팝나무를 포함하는 Spiraea속 식물에

는 diterpenoid, triterpenoid, flavonoid 및 phenolic 화합물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8,9]. 조팝나무 뿌리에는 주로

urasolic acid, tormentic acid 등의 triterpenoid 계열, campesterol,

β-sitosterol 등의 steroid계열 및 p-hydroxycinnamic acid 등

phenolic 화합물 등이 보고되어 있다[10-12]. 조팝나무를 이용한

생리활성 연구는 뿌리 추출물을 이용한 항염증 활성과 조팝나

무 가지 추출물의 항암 및 신경세포 성장인자 분비촉진 활성이

보고되었으며[13-15], 화합물로는 뿌리에서 분리된 prunioside A

의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이 보고되었다[16,17]. 조팝나무는 주

로 뿌리 및 가지 부위를 이용한 성분 분석과 활성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잎을 이용한 성분 동정, 정량 및 기능성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의

기초연구를 위하여 조팝나무 잎에서 물질을 분리 및 동정 하였

으며, 분리된 화합물에 대한 함량 평가 및 hydrogen peroxide

(H2O2)에 의해 유발된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 보호 활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서 사용된 조팝나무 잎은 2017년 8월에 농촌진흥청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서 제공받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표본시료 (NIHHS-1708)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 물

질분석실에 보관되어 있다.

시약 및 기기

Column chromatography (c. c.)용 silica gel (SiO2) resin은

Kiesel gel 60 (Merck, Darmstadt, Germany)을 octadecyl SiO2

(ODS)은 Lichroprep RP-18 (40-60 μM, Merck)을 사용하였다.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는 Kiesel gel 60 F254와

RP-18 F254s (Merck)을 사용하였다. 물질 정제에 사용된 기기

는 YMC LC-Forte/R (YMC Co., LTD. Kyoto, Japan)를 사

용하였다.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스펙트럼은 400

MHz FT-NMR spectrometer (Varian Inova AS-400,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고, infrared spectrum은 Perkin

model 599B (Perkin-Elmer, Waltham, MA, USA)로 측정하였

다. 분석을 위한 증류수, 메탄올 및 아세토니트릴은 HPLC급

(Fisher Scientific Korea Ltd., Seoul, Korea)이었으며, 분석 용

매에 첨가한 formic acid는 Fluka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를 사용하였다. 그 외의 시약 및 용매는 모

두 일급 이상의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신경세포 배양을

위해 사용된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EMEM),

fetal bovine serum (FBS)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penicillin-

streptomycin, trypsin-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hydrogen peroxide solution (H2O2) 및 N-acetyl-l-cysteine (NAC)

는 Sigma-Aldrich Co.에서 구입하였다.

추출 및 분리

건조된 상태의 조팝나무 잎, 1 kg를 80% MeOH 수용액에 24

시간 담가서 실온에서 추출하였다. 얻어진 여액을 합쳐 감압농

축하여 MeOH 추출물(105 g)을 얻었다. 얻어진 MeOH 추출물

을 EtOAc (2 L)/H2O (2 L)로 2회 분배 추출하였고, 다시 H2O

층을 n-BuOH (1.8 L)로 2회 분배 추출하였다. 각층을 감압 농

축하여 EtOAc 분획(SPLE, 12 g)과 n-BuOH 분획(SPLB, 28

g) 및 H2O 분획을 얻었다. 위에서 얻어진 n-BuOH 분획 25 g

을 Diaion HP-20 c.c. (ϕ 10×40 cm, H2O→MeOH를 실시하여

각 500 mL식 분취하였다. 각 분취액을 SiO2 TLC로 확인하여

유사한 부분을 함께 모으고, 농축하여 5개의 분획물(SPLB-1−

SPLB-5)을 얻었다. SPLB-3 분획(3 g)에 대하여 SiO2 c.c. (Φ

5.0×15.0 cm, CHCl3-MeOH-H2O=12:3:1→10:3:1→7:3:1→ 65:35:10,

총 5 L 사용)를 실시하여 총 10개의 분획물(SPLB-3-1~SPLB-3-

10)을 얻었다. 그중 SPLB-3-5 분획(320 mg)에 대하여 중압분취

장비(Medium pressure liquid chromatography, YMC LC-

Forte/R)를 이용하여 분리를 진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컬럼은

YMC-pack pro C18 (20 mm×250 mm, 10 μm)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의 기울기 조건은 A (H2O):B (Acetonitrile)=90:10의 조

건에서 A (H2O):B (Acetonitrile)=10:90의 조건으로 30분간 2.5

mL/min의 유속으로 210 nm 파장에서 분리를 하였다. 총 12개

의 분획물 (SPLB-3-5-1−SPLB-3-5-12)을 얻었으며 화합물 1

(SPLB-3-5-5, 17.0 mg)를 분리하였다. SPLB-5 분획(1.2 g)에 대

하여 ODS c.c. (Φ 5.0×10.0 cm, MeOH-H2O=1:2, 총 2.8 L

사용)를 실시하여 총 8개의 분획물(SPLB-5-1~SPLB-5-8)을 얻

었다. SPLB-5-1-1 분획(120 mg)에 대하여 중압분취장비를 이용

하여 분리를 진행하였다. 이때 사용된 컬럼은 Phenomenex

Luna C-18 (10 mm×250 mm, 10 μm)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의

기울기 조건은 A(H2O):B (Acetonitrile)=87:13의 조건으로 30분

간 2.5 mL/min의 유속으로 210 nm 파장에서 분리를 하였다. 총

12개의 분획물(SPLB-5-1-1-1−SPLB-5-1-1-5)을 얻었으며 화합물

2 (SPLB-5-1-1-5, 25 mg)를 분리하였다.

화합물 1 (isosalicin): White amorphous powder (MeOH);

positive ESI/MS m/z 287 [M+H]+; 1H-NMR (400 MHz,

methanol-d4, δH) 7.75 (1H, dd, J =7.6, 1.6 Hz, H-6), 7.22

(1H, ddd, J =8.0, 7.6, 1.6 Hz, H-4), 7.11 (1H, dd, J =8.0,

1.2 Hz, H-3), 6.93 (1H, ddd, J =7.6, 7.6, 1.2 Hz, H-5),

5.46 (1H, d, J =12.4 Hz, H-7a), 5.24 (1H, d, J =12.4 Hz,

H-7b), 5.09 (1H, d, J =7.6 Hz, H-1'), 4.51 (1H, dd,

J =11.6, 2.4 Hz, H-6'a), 4.39 (1H, dd, J =11.6, 5.2 Hz, H-

6'b), 4.25 (1H, m, H-2'), 4.25 (1H, m, H-4'), 4.12 (1H, dd,

J =8.8, 8.8 Hz, H-3'), 3.91 (1H, m, H-5'); 13C-NMR (100

MHz, methanol-d4, δC) 156.5 (C-2), 129.7 (C-6), 129.0 (C-

4), 125.8 (C-1), 119.5 (C-5), 115.9 (C-3), 104.4 (C-1'), 78.6

(C-3'), 78.6 (C-5'), 75.3 (C-2'), 71.7 (C-4'), 67.3 (C-7),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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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화합물 2 (crenatin): Amorphous powder (MeOH); positive

ESI/MS m/z 319 [M+H]+; 1H-NMR (400 MHz, pyridine-d5,

δH) 7.01 (2H, br. s, H-2, 6), 5.40 (1H, d, J =7.6 Hz, H-1'),

4.97 (2H, s, H-7), 4.49 (1H, dd, J =11.6, 2.4 Hz, H-6'a),

4.32 (1H, dd, J =11.6, 5.2 Hz, H-6′b), 4.22 (3H, overlapped,

H-2', 4', 5'), 3.91 (1H, m, H-3'); 13C-NMR (100 MHz,

pyridine-d5, δc) 153.8 (C-3), 153.8 (C-5), 143.9 (C-1), 134.1

(C-4), 106.1 (C-1'), 105.3 (C-2), 105.3 (C-6), 78.6 (C-3'),

77.4 (C-5'), 75.3 (C-2'), 71.7 (C-4'), 64.5 (C-7), 62.8 (C-6').

UPLC-ESI-MS/MS 분석

건조된 조팝나무 잎을 볼밀(Retsch MM400 mixer mill, Haan,

Germany)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로 갈았다. 2 mL 튜브에 조

팝나무 시료 100 mg과 80% MeOH 1mL을 넣고 초음파 추출

기(Bransonic 3510R-DTH, Branson Ultrasonics Co., Danbury,

CT, USA)를 이용하여 40 oC에서 30분간 추출을 진행하였다. 원

심분리기(HITACHI koki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35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1 mL 튜브에 넣

고 회전식 증발기(Eyela NVC-210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용매를 제거하였다. 잔사를 1 mL 메탄올에 녹이고,

0.2 μm의 13 mm 디스크 필터(Chromdisc Co., Daegu, Korea)

로 여과하여 기기분석에 사용하였다. 분리된 화합물의 정량분석

을 위하여, UPLC (Waters ACQUITY I-Class, Waters Corp.

Milford, MA, USA)가 부착된 3200 QTRAP mass spectrometer

(AB SCIEX, Framingham, MA, USA)를 사용하였으며, 컬럼은

Waters사의 ACQUITY BEH C18 (2.1 mm×100 mm, 1.7 µm)

을 사용하였다. 컬럼의 오븐 온도는 40 oC로 설정하였다. 이동

상 용매 시스템은 0.1% formic acid 수용액(A)와 아세토나이트

릴(B)로 이루어졌으며 이동상 조건은, 처음 0.34분간 B를 0-3%

로 증가, 5.78분간에 걸쳐 B를 80%로 증가시켰으며, 8분간에

걸쳐 B를 다시 3%로 회기 하였다. 컬럼 유속은 0.37 mL/min이

며, 주입량은 10 μL이었다. MS/MS 실험은 Turbo VTM source

와 Turbo Ion Spray probe가 장착된 API 3200 QTRAP LC/

MS/MS system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질량분석기의 이온화

방식에는 전기분무 이온화(electrospray ionization, ESI)법을 사

용하였다. 질량 스펙트럼은 Positive ion과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MRM mode)의 분석법을 이용하여 분리된 물질의

선구이온(precursor ion)을 선택 후, 선택된 선구이온에 대하여

충돌 에너지를 적용하고 생성이온(product ion)을 분석하여 정

량분석에 적용하였다. 질량분석 스펙트럼은 0.05 amu의 스텝사

이즈로 m/z 50-1,000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분석 시에 사용된

기기의 중요 parameter 값은 화합물 1은 319→139, 화합물 2는

285→179의 질량 값에서 검출하였고, collision energy는 31 V,

Ion spray voltage는 5.5 kV, Ion source 온도는 450 oC로 설정

하여 분석하였다. 장비 분석 및 데이터 수집에는 AB SCIEX

에서 제공된 BioAnalystTM (Ver.1.4.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화합물의 정량

분리된 화합물 2종을 검량 곡선을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각 물

질을 메탄올에 용해시켜 만들었으며 −4 oC에서 보관하였다. 직

선성은 0.0156-1 ppm 사이의 5농도에서 평가하였다.

세포 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사람의 신경모세포종인 SK-N-MC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HTB-10TM)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으며, 10% FBS 및 1% penicillin-streptomycin

이 첨가된 EMEM 배지에서 37 oC, 5% CO2 조건의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독성 측정

SK-N-MC 세포에 대한 시료의 세포독성(Cytotoxicity)을 평가하

기 위해 각각 최종 농도가 100 μM이 되도록 시료를 세포에 처

리한 후,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1 mg/mL 농도의 MTT 시약

을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200 μL DMSO를 첨가

하여 생성된 formazan crystal을 녹여 microplate reader (BIO-

TEK,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값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정상 대조군

(Control)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세포 생존율 측정

H2O2처리에 의한 신경세포 사멸에 대한 시료의 세포보호 효과

는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세포는 96 well plate에

1×105 cells/mL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37 oC, 5% CO2 조건

으로 배양하였다. 시료를 100 μM 농도로 2시간 동안 전처리 한

후, 200 μM H2O2를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각 well에 최종

농도 1 mg/mL의 MTT 시약을 첨가하여 4시간 동안 37 oC, 5%

CO2 조건에서 반응시켰다. 생성된 formazan crystal은 200 μL의

DMSO를 첨가하여 녹인 후, (BIO-TEK, Winooski, VT, USA)

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아무것도 처

리하지 않은 정상 대조군을 100%로 하여 각 실험군의 상대적

인 세포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Positive control은 NAC을 사용

하였다.

LDH assay

시료 100 μM 농도로 2시간 동안 전처리 한 후, 200 μM H2O2

를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 배양액을 취하였다.

10분간 원심분리 (250×g, 4 oC) 하여 100 μL 상등액을 취한 후,

LDH 세포독성 검출 키트(Takara bio inc,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신경세포 손상 정도를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시료를 첨

가하지 않은 정상 대조군을 100%로 하여 각 실험군의 상대적

인 세포 독성을 구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mean ± SD로 나타내었고(n=3), 각 실험군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Graph-pad prism 5 software를 이용하

여 ANOVA 분산분석과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유의성 검정을 시행하였다(p <0.05).

결과 및 고찰

화합물 1은 White amorphous powder 형상으로서 TLC 전개

후, 10% 황산 발색 시 갈색으로 발색 되었다. Positive 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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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에서 m/z 287 [M+H]+ peak의 관측으로 질량 값은 286

[M]+로 확인하였다. 1H-NMR (400 MHz, methanol-d4, δH)의

olefin 영역에서 네 개의 olefin methine proton signal [δH 7.75

(1H, dd, J =7.6, 1.6 Hz, H-6), 7.22 (1H, ddd, J =8.0, 7.6,

1.6 Hz, H-4), 7.11 (1H, dd, J =8.0, 1.2 Hz, H-3), 6.93 (1H,

ddd, J =7.6, 7.6, 1.2 Hz, H-5)]을 통해 1,2-치환 benzene ring

이 하나 존재함을 예상하였고, 산소가 치환된 methylene proton

signal [δH 5.46 (1H, d, J =12.4 Hz, H-7a), 5.24 (1H, d,

J=12.4 Hz, H-7b)]을 관측하였다. 한 개의 hemiacetal proton

signal [δH 5.09 (1H, d, J =7.6 Hz, H-1')] 및 산소가 치환된

영역에서 네 개의 oxygenated methine proton signal [δH 4.25

(1H, m, H-2'), 4.25 (1H, m, H-4'), 4.12 (1H, dd, J =8.8,

8.8 Hz, H-3'), 3.91 (1H, m, H-5'), 그리고 한 개의 oxygenated

methylene proton signal [δH 4.51 (1H, dd, J =11.6, 2.4 Hz,

H-6'a), 4.39 (1H, dd, J =11.6, 5.2 Hz, H-6'b)]로부터 한 개의

당이 존재함을 예상하였다. 13C-NMR (100 MHz, methanol-d4,

δC) spectrum에서 탄소수가 13개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phenylmethyl glycoside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에서 유래한 한

개의 hemiacetal carbon signal [δc 104.4 (C-1')], 네 개의

oxygenated methine carbon signals [δc 78.6 (C-3'), 78.6 (C-

5'), 75.3 (C-2'), 71.7 (C-4')], 한 개의 oxygenated methylene

carbon signals [äc 62.8 (C-6')]의 chemical shift 및 anomer

proton signal의 결합 정수(J =7.6 Hz)로부터 당의 구조가 β-

glucopyranose임을 확인하였다. Aglycone에서는 한 개의

oxygenated olefin quaternary carbon signal [δc 156.5 (C-2)],

한 개의 olefin quaternary carbon signal [δc 125.8 (C-1)], 네

개의 olefin methine carbon signal [δc 129.7 (C-6), 129.0

(C-4), 119.5 (C-5), 115.9 (C-3)], 한 개의 oxygenated methylene

carbon signal [δc 67.3 (C-7)]을 관측하였다. 당의 결합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gHMBC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anomer

proton (δH 5.09, H-1')이 C-7의 oxygenated methylene carbon

(δc 67.3)과 cross peak를 보여 glucose가 7번에 결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Fig. 1). 이를 종합해 문헌과 비교한 결과,

isosalicin로 구조 동정 하였다[18].

화합물 2는 White amorphous powder 형상으로서 TLC 전개

후, 10% 황산 발색 시 진한 갈색으로 발색 되었다. Positive

ESI/MS에서 m/z 319 [M+H]+ peak의 관측으로 질량 값은 318

[M]+로 확인하였다. 1H-NMR (400 MHz, pyridiene-d5, δH)

spectrum 과 13C-NMR (100 MHz, pyridiene-d5, äc) spectrum

을 통하여 화합물 1 (isosalicin)과 매우 유사한 구조이나, olefin

영역에서 두 개의 적분 값을 가지는 한 개의 olefin methine

proton signal [δH 7.01 (2H, br.s, H-2,6)]을 통해 benzene ring

이 1,2,3,5-치환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3C-NMR (100 MHz,

methanol-d4, δC) spectrum에서 탄소수가 13개임을 확인하였고,

네 개의 olefin quaternary carbon signal [δc 153.8 (C-3,5),

143.9 (C-1), 134.1 (C-4)] 및 대칭의 형태로 겹쳐서 관측 된,

olefin carbon signal [δc 105.3 (C-2,3)]이 확인되었다. 화합물

1과 마찬가지로, 한 개의 hemiacetal carbon signal, 네 개의

oxygenated methine carbon signal, 한 개의 oxygenated methylene

carbon signal이 관측되어 β-glucopyranose로 결합된 당 한 분자

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당의 결합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1 Chemical structures of compound 1 and 2 isolated from S.

prunifolia

Fig. 2 Total ion chromatograms and calibration curves of compound 1 and 2 isolated from S. prunif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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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MBC를 확인한 결과, anomer proton (δH 5.40, H-1')이 C-4

의 oxygenated olefin quaternary carbon (δc 134.1)과 cross

peak를 보여 화합물 1과는 달리 glucose가 4번에 결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이를 종합해서 문헌과 비교한 결과,

crenatin으로 구조 동정 하였다[19].

분리된 화합물 2종의 정량분석을 위해 UPLC가 부착된

QTRAP mass spectrometer (AB SCIEX)를 사용하여 질량스펙

트럼과 크로마토그램을 분석하였다. 최적화된 기기분석조건을

고려하여 머무름 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화합물 1은 1.01분 및

화합물 2는 2.41분에서 검출되었다(Fig. 2). 화합물 1과 2에 대

하여 [M+H]+이 선구이온(precursor ion)으로 선택되었는데 +ESI

(positive mode)에서 화합물 1은 m/z 287 및 화합물 2는 m/z

319로 선택되었다. MRM 모드로 정량 분석했을 때, 최적의

fragment 에너지를 형성하였고 가장 감도가 좋은 생성이온

(products ion)을 선택하여(화합물 1: m/z 179, 화합물 2: m/z

139)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검량 곡선은 표준물질의 5농도 범

위 안에서 측정된 값을 회기 분석을 통해 작성하였다. 회기 방

정식은 y = ax + b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y와 x는 각 화합물의

피크 면적과 농도를 나타낸다. 상관계수(r2)는 화합물 1 및 2에

대해 각각 0.9997 및 0.9999으로서 매우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조팝나무 잎에 있는 각 화합물의 함량 분석한 결과, 화합물 1

(isosalicin)은 0.65 mg/g으로 함량이 낮았으며 화합물 2 (crenatin)

의 함량은 9.53 mg/g으로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았다.

조팝나무 잎에서 분리한 두가지 단일 화합물의 신경세포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화합물

1 및 2 (100 mM) 모두 세포 생존율이 정상 대조군(control)과

유사한 결과값을 나타내었으며, SK-N-MC 세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3A). SK-N-MC 세포에 활

성산소종인 H2O2를 처리하여 산화스트레스 유발에 따른 신경세

포의 손상 또는 세포 사멸에 대한 화합물 1 및 2의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관찰,

MTT 및 LDH assay를 실시하였다. H2O2처리에 따른 신경세포

의 형태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본 결과, H2O2처리군

은 세포체 응축, 신경돌기 소실, 세포막수포현상 등 세포 사멸

의 형태적인 특징을 나타내었다(Fig. 3B). 그러나, 100 μM 농도

의 화합물 2를 처리한 경우 H2O2처리에 의한 형태학적 변화가

감소하였으며, 동일 농도의 화합물 1의 처리군 보다 더 효과적

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2O2처리에 따른 세포 생존율

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H2O2처리군은 정상 대조군(100%)과 비

교하여 세포 생존율이 약 48.6%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화합

물 1 및 2의 처리군은 각각 57.4, 71.6%의 세포 생존율을 나

타내었고, H2O2 처리군과 비교 시 각각 15.3, 32.2%의 증가율

을 보였다(Fig. 3C). 특히 화합물 2의 처리군은 양성대조군인

NAC (500 mM) 처리군의 세포 생존율(75.2%)과 유사한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화합물 2가 산화스트레스에 의

한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하여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화합물 1 및 2의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추가적으로 확

인하기 위해 LDH 활성을 측정하였다. 신경세포의 경우 산화

Fig. 3 Neuroprotective effects of the compounds isolated from S. prunifolia against H2O2 induced neurotoxicity in SK-N-MC cells. (A) Cytotoxicity of

compound 1 and 2 (100 mM) in SK-N-MC cells. (B) Morphological changes were observed using a microscopy (×100).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C) and neuronal damage was measured by LDH activity (D). NAC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All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 ± SD (n =3). *p <0.05; **p <0.01; ***p <0.001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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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취약한 지질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20]. 이러한 신경세포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H2O2로

유도된 산화스트레스에 의한 신경 세포막 손상 정도를 세포 외

로 방출된 LDH의 활성 수치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H2O2처리군은 정상 대조군(100%)과 비교하여 약 219.6%의

LDH 활성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화합물 1 및 2의 처리군은 각

각 195.0, 190.3%의 수치를 보였다(Fig. 3D). 이러한 결과를 통

해, 화합물 2가 H2O2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을 억제하여 세포

외로 LDH 방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Choi 등[21] 연

구에 의하면 조팝나무 MeOH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

지며 조팝나무 구성 성분 중 높은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

성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보고하였으며, Jeong 등[22] 연구에서

는 구아바 잎 열수 추출물이 H2O2로 유도된 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하고 LDH 방출량 감소에 따른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

포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조팝나무에서

분리한 phenolic glucoside중 화합물 2 (crenatin)는 항산화 활성

으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신

경세포 손상 및 세포 사멸을 억제 시킴으로써 산화스트레스로

부터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화

합물 2의 신경세포 보호효과의 작용기작 규명을 위해서 분자생

물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기전 연구 및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

동물 모델을 이용한 in vivo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팝나무 잎에서 분리 및 동정

된 화합물은 함유량도 높으며(crenatin의 경우) 산화 스트레스로

부터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어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

를 통해 퇴행성 뇌신경계질환 등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건강

식의약소재의 기능성 지표성분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초 록

조팝나무(Spiraea prunifolia) 잎을 80% MeOH 수용액으로 추

출한 뒤, 감압 농축한 추출물을 EtOAc, n-BuOH과 H2O층으로

계통 분획을 실시하였다. n-BuOH분획에 대하여 SiO2, ODS

column chromatograph 및 중압분취 장비를 반복실시하여 2종의

phenolic glucoside화합물을 분리 및 정제하였다. NMR 및

Mass데이터를 해석하여, isosalicin (1)와 crenatin (2)로 구조 동

정 하였다. 분리한 2종의 화합물에 대하여 UPLC-MS/MS 질량

분석기를 기반으로 다중반응검지 (MRM mode) 분석법을 이용

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그 결과, crenatin은 9.53 mg/g 및 isosalicin

은 0.65 mg/g이 조팝나무 잎 추출물에 함유된 것을 확인하였다.

조팝나무 잎에서 분리된 화합물이 H2O2에 의해 유발된 산화스

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검증한 결과, 신경모세포종

인 SK-N-MC 세포에 대해서 화합물 1 및 2 (100 mM) 모두

세포 독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화합물 2 (crenatin)는 H2O2

처리에 따른 신경세포의 외형적 변화, 세포 손상, 세포 사멸을

억제하여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Keywords 신경세포 · 정량분석 · 조팝나무 · Crenatin · Isosalicin

· Nuclear magnetic re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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