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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ronic alcohol is responsible for oxidative stress and

neurodegenerative diseases such as dementia.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protective effects of

seed of Carthamus tinctorius L. on ethanol-induced C6 glial cells.

Antioxidant effect of seed of C. tinctorius L. was measured by

scavenging activity of 1,1-diphenyl-2-prcrylhydrazy (DPPH),

hydroxyl radical (·OH), superoxide radical, and nitric oxide. The

seed of C. tinctorius L. extract showed significant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In

particular, it revealed strong DPPH and ·OH scavenging activity,

displaying more than 80% at 500 and 100 µg/mL, respectively.

Treatment of 500 mM ethanol to C6 glial cell led to decline of cell

viability and elev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generation.

However, seed of C. tinctorius L.-treated groups significantly

increased cell viability and decreased ROS levels, compared to

ethanol-induced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ed of

C. tinctorius L. would have protective effect against neuronal

oxidative stress induced by alcohol.

Keywords Antioxidant · Carthamus tinctorius L. seed · Ethanol

· Glial cells · Reactive oxygen species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과다 섭취 또는 만성 섭취로 인한 알코

올 중독은 체내 간, 신장, 뇌 등의 조직을 손상시켜 각종 질병

의 원인이 되며, 특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은 심각

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1] 알코올 섭취로 인한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알코올성 치매는 인지능력 손상, 학습 및

기억력 저하, 문제해결능력 결핍, 언어능력 손상, 운동 기능 저

하 등의 신경학적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2]. 정상적인 상태에서

알코올은 간에서 acetaldehyde로 분해되고, 이는 acetaldehyde

dehydrogenase 효소에 의해 acetic acid로 분해되어 H2O와 CO2

로 배출된다[3]. 그러나 알코올을 만성 섭취할 경우, acetaldehyde

가 acetic acid로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어 산화적 스트

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산화적 스트레스는 체내 산화/항산화 체계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reactive oxygen species (ROS), nitric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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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hydroxyl radical (·OH), superoxide radical (O2
−) 등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5].

뇌에서 ROS, NO, free radical 등의 산화적 손상을 유도하는

물질이 증가할 경우, 단백질, 지질, DNA 등의 biomolecules를

손상시켜 뇌 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5,6].

뇌 내 신경교세포는 뇌의 전반적인 구조 유지, 신경전달물질 조

절 기능, 시냅스 형성 및 가소성 조절 기능, 면역기능 등의 다

양한 역할을 통해 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7,8]. 그러나 알코올 섭취로 인한 뇌 내 산화

적 스트레스는 신경교세포를 손상시켜 신경교세포의 기능을 방

해하고, 이는 결국 인지능력 및 기억력 손상을 유도한다[9]. 따

라서 국내·외에서 알코올로 손상이 유도된 신경교세포를 보호

하는 vitamin C, glycyrrhizin 등의 천연물 유래 소재를 발굴하

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0-11].

홍화씨(Carthamus tinctorius L. seed)는 잇꽃이라고도 불리는

홍화의 종자로, linoleic acid, serotonin, kaempferol, acacetin

등의 생리활성성분을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14]. 국내

·외 연구에 의하면, 홍화씨는 항암, 항산화, 항염증, 지질 대사

개선 등의 다양한 체내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

으며, 식품 으로써 식용유지 또는 골다공증, 관절염, 콜레스테

롤 저하제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고있다[12,15,16]. 홍화씨는

홍화 줄기에 비해 in vitro에서 radical 소거능이 우수함이 보고

된 바 있다[26]. 이전 연구에서 홍화씨 추출물은 뇌 내 산화적

스트레스 관련 지표 개선을 통해 알코올성 치매 동물모델의 인

지능력 및 기억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17]. 그러나 홍화씨

의 in vitro 항산화 활성 및 알코올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

된 신경교세포 보호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홍화씨 추출물의 1,1-diphenyl-2-picrylhydrazy (DPPH),

·OH, O2
−, NO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을 통해 in vitro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고, ethanol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된 신경교

세포에서의 세포 생존율 및 ROS 생성 억제능 측정을 통해 신

경교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홍화씨 추출물의 항

산화 및 산화적 손상에 대한 신경교세포 보호 소재로서의 가능

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홍화씨 추출물 제조

홍화씨 추출물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Eumseong, Korea)에서 제공받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voucher

specimen은 한국약용자원표본관에 보관되어 있다. 건조한 홍화

씨를 분쇄 한 뒤, 70% ethanol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3시간씩 2

회 반복 추출하였다. 이를 와트만 여과지(No. 2, Whatman,

Maidstone, England)를 이용하여 불용성 물질을 제거하는 여과

단계를 거친 뒤, 60 oC에서 감압농축 및 동결건조하여 시료를

제조하였다. 홍화씨 추출물은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 Co., St. Louis, MO, USA)에 녹여 4 oC에서 냉장보관하

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1,1-Diphenyl-2-picrylhydrazy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각 농도 별(50, 100, 250, 500 μg/mL)로 알코올에 녹인 시료

100 μL와 동량의 60 μM DPPH (Sigma Co.) 용액을 96 well

plate에서 혼합하였다. 혼합물을 3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뒤,

microplate reader (Thermo Fisher Scientific, Vantaa, Finland)

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

지 않은 대조군과 시료 첨가군을 비교하여 DPPH radical 소거

능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18].

Hydroxyl radical (·OH) 소거능 측정

각 농도 별(5, 25, 50, 100 μg/mL) 시료와 10 mM FeSO4 ·

H2O-EDTA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Gyeonggi-

do, Korea), 10 mM 2-deoxyribose (Sigma Co.), 10 mM H2O2

(Junsei Co., Tokyo, Japan)를 혼합하여 4시간 동안 37 oC에서

반응시켰다. 그 뒤 혼합물에 그 후 혼합액에 2.8% trichloroacetic

acid (TCA, Kanto Chemical Co. Inc., Tokyo, Japan) 1 mL와

1.0% thiobarbituric acid (TBA, Acros Organics Co., Fair

Lawn, New Jersey, USA) solution 1 mL을 첨가하여, 20분 동

안 100 oC에서 반응시킨 후 냉각시켰다. 이를 microplate reader

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뒤, ·OH radical 소

거능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19].

Superoxide radical (O2

−) 소거능 측정

증류수에 희석한 각 농도 별(5, 25, 50, 100 μg/mL) 시료 500

μL에 0.1 M Tris-Hcl (pH 7.4) 100 μL, 100 μM phenazine

methosulfate (PMS, Bio Basic Co., Toronto, Canada) 200

μL, 500 μM nitrotetrazolium blue chloride (NBT, Bio Basic

Co., Toronto, Canada) 200 μL, 500 μM nicoth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H, Bio Basic Co.) 400 μL를 첨가한 뒤, 이

를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뒤, 대조군과 시료 첨가

군을 비교하여 O2
− radical 소거능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나

타내었다[20].

Nitric oxide (NO) radical 소거능 측정

농도 별(50, 100, 250, 500 μg/mL) 시료에 10 mM sodium-

nitroprusside (SNP, Sigma Co.) solution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150분간 반응시켰다. 그 뒤, 혼합액과 동량의 griess reagent

(Sigma Co.)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30분 뒤, 반응물

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뒤, 대조군과 시료 첨가군을 비교하여 NO radical 소거능을 백

분율(%)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21].

세포 배양

C6 신경교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C6 신경

교세포는 100 units/mL의 penicillin-streptomycin (Welgene,

Daegu, Korea)및 10% fetal bovine serum (FBS, Welgene)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Welgene)

배지를 이용하여 37 oC,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된 세포는 T75-flask 내에서 1-2일에 한번씩 배양액을 바꾸어

주면서 배양하여, 세포분화가 80%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으로 세포를 세척한 후,

0.05% trypsin (Welgene)을 이용하여 세포를 분리한 뒤 원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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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집적된 세포를 배지에 넣고 계대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C6 신경교세포가 confluence 상태가 되면 96-well plate에

5×104 cells/well의 밀도로 seeding하여 37 oC, 5% CO2 배양기

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지에 희석한 농도 별(5, 10,

25, 50 μg/mL) 시료를 각 well에 처리하여 2시간 재배양한 뒤,

세포 손상을 유도하기 위해 500 mM EtOH (Duksan Co.,

Gyeonggi-do, Korea)을 처리하였다. 24시간 뒤, 각 well의 배지

를 제거한 후 5 mg/mL의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Co.) solution을 각 well에

주입하여 37 oC에서 4시간 동안 재배양하였다. MTT solution을

제거하고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DMSO에 녹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2].

ROS 생성 억제능 측정

C6 신경교세포가 80% 이상 confluence 상태가 되면 96-well

black plate에 5×104 cells/well의 밀도로 seeding하여 37 oC,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세포가

잘 부착되면 시료를 각 농도 별(5, 10, 25, 50 μg/mL)로 처리하

고 2시간 동안 재배양한 뒤,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유도하기 위

해 500 mM EtOH을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well에 20 μM의 2'-7'-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DA,

Sigma Co.) solution을 각 well에 주입하여 37 oC에서 30분 동

안 재배양한 뒤, FLUO star OPTIMA (BMG labtech, Ortenberg,

Germany)으로 excitation-480 nm, emission-535 nm에서 ROS

생성량을 측정하였다[23].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의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program (Version 20, IBM,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analysis of

variance를 구한 후 Duncan’s multiple test (p <0.05)를 사용하

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든 실험결과는 3반복 실험

을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DPPH radical은 안정된 상태에서 짙은 보라색을 띄고 있으나

항산화제에 의해 비라디칼로 전환되면서 색상에 변화가 생기는

원리로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을 통해 항산화 소재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18,24]. 또한 DPPH radical 소거

능은 천연물 유래 소재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함에 있어, 안정

적이고 간단하여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25]. 홍화씨 추출물의

DPPH 소거능을 50, 100, 250, 500 μg/mL의 농도 별로 확인하

였을 때, 각각 32.96, 50.19, 70.89, 86.99%의 수치를 나타내

어, 농도의존적으로 DPPH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Table 1). 특히 홍화씨 추출물 500 μg/mL에서 가장 우수한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홍화씨의 부위별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홍화씨 추출물은 대표적인 합성 항산

화제인 BHA, BHT와 유사하거나 우수한 DPPH radical 소거능

을 나타내었으며, 홍화의 줄기 부위에 비해 홍화씨는 약 1.12배

우수한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다[12,26]. 이 외에도,

홍화씨 추출물로부터 분리한 serotonin 유도체와 luteolin, acaceton

등의 polyphenolic compounds는 in vitro DPPH radical 소거

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3,14,27]. 따라서 홍화씨 추출

물은 in vitro DPPH radical 소거능을 통해 항산화 활성을 나타

내었으며, 이는 홍화씨 내 함유된 생리활성물질로부터 기인하였

을 것으로 사료된다.

·OH radical은 ROS 중에서도 가장 높은 독성과 반응성을 가

지고 있으며, 단시간 내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는 특징을 지

니고 있다[28]. 또한, ·OH radical은 세포막 구성성분인 지질을

산화시킬 뿐 아니라, 세포 내 DNA 손상을 유도하여, 다양한

질환 발병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었다[29]. 본 연구에서 홍화씨

추출물의 ·OH radical 소거능을 5, 25, 50, 100 μg/mL의 농도

별로 확인한 결과, 47.91, 81.24, 83.81, 83.93%의 ·OH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특히 홍화씨 추출물은 25 μg/

mL의 낮은 농도에서 80% 이상의 ·OH radical 소거 효과를 나

타냄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홍화씨 추출물 내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중에서 N-(p-coumaroyl)

serotonin-5-O-β-D-glucoside, N-(p-coumaroyl)serotonin과 같은

세로토닌 유도체는 다른 생리활성 물질에 비해 우수한 ·O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따라서 홍화씨

추출물은 serotonin 유도체와 같은 생리활성물질 조절을 통해

·O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arthamus tinctorius L. seed

Radical Treatment (µg/mL) Scavenging activity (%)

DPPH

50 32.96±1.05d

100 50.19±0.80c

250 70.89±0.54b

500 86.99±2.39a

IC50 (µg/mL) 101.95±1.2900

Hydroxyl radical

5 47.91±0.59d

25 81.24±0.06c

50 83.81±0.72a

100 83.93±0.17a

IC50 (µg/mL) 05.51±0.11

Singlet oxide
radical

5 06.58±0.90c

25 33.27±1.80b

50 36.52±0.77a

100 37.00±1.42a

IC50 (µg/mL) 165.67±5.2700

Nitric oxide

50 04.36±1.18d

100 19.40±1.09c

250 36.16±0.8b0

500 47.30±1.7a0

IC50 (µg/mL) 150.98±9.1500

Values are mean ± SD.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p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C50 is concen-
tration of µg/mL required to scavenge radical by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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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
− radical은 신체 내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

질로써, 체내에서 많이 생성되는 ROS의 일종이다[30]. 그러나

외부의 산화적 자극에 의해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되면,

O2
− radical은 과도하게 생성되어 세포를 손상시킨다[30,31]. 본

연구에서 홍화씨 추출물의 O2
− radical 소거능 활성을 측정한 결

과, 홍화씨 추출물 5, 25, 50, 1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6.58, 33.27 36.52, 37.00%의 O2
− radical 소거 효과를 나타내어,

홍화씨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O2
- radical 소거능이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이전 연구에서 홍화씨 추출물의 in

vitro에서 O2
−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1,000 μg/mL의 농

도에서 42.74%의 수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32]. 또한 홍

화씨 추출물에 함유된 생리활성물질의 O2
− radical 소거능을 각

각 측정하였을 때, 다른 생리활성물질에 비해 polyphenol 화합

물의 일종인 luteolin과 그 유도체인 luteolin-7-O-β-D-glucoside

의 O2
− 저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4].

체내에서 NO는 생리적인 현상, 신경전달 매개체 및 면역 반

응 유지 등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 하지만 과도한 NO 생성은 체내에서 염증 관련 인자들의

발현을 증가시켜, 조직 및 면역 기능 손상 등의 문제를 발생시

킨다[34]. 본 연구에서 농도 별(50, 100, 250, 500 μg/mL) 홍화

씨 추출물의 NO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Table 1), 각각

4.36, 19.40, 36.16, 47.30%의 수치를 나타내어 농도의존적으로

NO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500 μg/mL

에서 47.30%의 수치를 나타내어, 다른 농도에 비해 가장 우수

한 NO radical 소거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lipopolysaccaride (LPS)로 염증반응을 유도한 Raw 264.7 세포

에 홍화씨 추출물의 처리 시, NO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억제됨

이 보고되었다[32,35]. 따라서 홍화씨는 산화적 손상 및 염증반

응이 유도된 상태에서 NO 소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홍화씨 추출물의 신경교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C6

신경교세포에 500 mM ethanol을 처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

하였다(Fig. 1).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normal군의 세포 생존

율을 100%로 하였을 때, ethanol을 처리한 control군에서 56.60%

의 수치를 나타내어 ethanol에 의해 신경교세포 손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홍화씨 추출물을 5, 10, 25, 50 μg/

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50 μg/mL의 농도에서 68.77%의

수치를 나타내어 ethanol을 처리한 control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홍화씨 추출물 50

μg/mL의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 개선을 통해 ethanol에 대한 신

경교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ethanol을 처리한 신경교세포는 산화적스트레스, 염증반응 등을

매개하여 세포가 손상을 받아 세포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36,37]. 본 연구에서도 ethanol을 처리한 control군은

세포 손상으로 인해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였다. 반면 홍화씨 추

출물을 처리했을 때 세포 생존율이 개선됨을 통해 홍화씨 추출

물은 세포생존율 개선을 통해 신경교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홍화를 이용한 홍화 약침액은 hydrogen peroxide

(H2O2)로 산화적 손상이 유도된 신경교세포에서 세포사멸 개선

을 통해 신경교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38].

ROS는 산소의 정상적인 체내 대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

되는 물질로써, 세포 신호 전달과 항상성 등의 조절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39]. 그러나 외부 자극으로 인해 과발현된 ROS는

세포 내 분자들을 비가역적, 비선택적으로 손상시켜 세포의 산

화적 손상을 유도하게 된다[5,39]. 신경교세포는 신경세포와 함

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ROS에 장시간 노출되면

염증반응을 일으켜 중추 신경계 손상을 유도한다[7,8].

홍화씨 추출물의 ethanol로 산화적 손상이 유도된 C6 신경교

세포 내 ROS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C6 신경교세포에

ethanol을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뒤, ROS 생성

량 측정을 통해 신경교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Fig. 2).

Ethanol을 처리한 control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normal군에

비해 ROS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ethanol 처리로

신경교세포에 산화적 손상이 유도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홍

화씨 추출물 5, 10, 25, 50 μg/mL 농도 처리 군에서는 control

군에 비해 낮은 ROS 생성량을 보여 ethanol에 의해 유도된 산

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교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Fig.

Fig. 2 Time course of change in intensity of ROS fluorescence with

Carthamus tinctorius L. seed. Values are mean ± SD

Fig. 1 Effect of Carthamus tinctorius L. seed on cell viability in C6 glial

cells treated with ethanol. Values are mean ± SD.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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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분 기준으로 normal군의 ROS 생성량을 100%로 하였을

때 ethanol을 처리한 control군의 경우 118.43%로 ROS 생성량

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홍화씨 추

출물을 5, 10, 25, 50 μg/mL의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농도 유

의적으로 ROS 생성량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홍화씨 추출물을 50 μg/mL 농도로 처리한 군에서 ROS 생성량

은 109.53%의 수치를 나타내어, 우수한 ROS 소거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홍화씨 추출물은 ROS 생성 억제를 통

해 ethanol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된 C6 신경교세포 보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Fig. 3). 이전 연구에서도 신경교세

포에 ethanol을 처리했을 때 산화적 손상이 유도되어 ROS 생

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6]. 본 연구에서도 C6 신경

교세포에 ethanol을 처리했을 때 처리하지 않은 군과 비교하여

ROS 생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산화적 손상이 유도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홍화씨 추출물(10, 25, 50 μg/mL)의 처리 시,

ethanol로 증가된 ROS 생성량을 유의적으로 억제하여 신경교세

포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홍화씨 추출물은 scopolamine으로

기억력 손상을 유도한 동물의 뇌에서 ROS 생성량을 유의적으

로 억제시켰으며, H2O2로 산화적 손상을 유도한 Raw 264.7 세

포에서도 ROS 생성을 유의적으로 저해시켰다[40,41]. 뿐만 아

니라 ethanol로 알코올성 치매를 유도한 동물모델에서 홍화씨

추출물 100, 200 mg/kg/day 농도로 투여 시, 산화적 스트레스

관련 지표인 지질과산화 함량 및 NO 생성량 개선을 통해 인지

능 및 기억력 개선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17]. 이 외에도, 홍

화씨 추출물은 산화적 손상을 유도한 Raw 264.7 세포에서 대

표적인 항산화 작용기전인 nuclear factor E2-related factor 2

매개 항산화 작용기전 조절을 통해 ROS 생성을 억제시켜, 홍

화씨는 다양한 항산화 작용기전을 조절하여 산화적 스트레스 억

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38]. 또한 이전 연구에서 홍

화씨 80% 에탄올 추출물의 페놀 화합물 측정 결과, 리그난, 세

로토닌 유도체, 플라보노이드 등 949.7 mg%의 페놀 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2]. 특히 이들 중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다른 화합물에 비해 미량으로 존재함에 따라, 홍화씨의

리그난 및 세로토닌 유도체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42]. 본 연구에서는 홍화씨의 in vitro 항산화

및 신경교세포 보호 효능을 통해, 알코올성 치매 예방 및 개선

용 소재로써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초 록

만성 알코올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 및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

성질환을 발병시킨다. 본 연구는 홍화씨 추출물의 in vitro 항산

화 활성과 ethanol로 손상을 유도한 신경교세포에서의 보호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홍화씨 추출물은 50, 100, 250,

500 μg/mL의 농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in vitro에서 1,1-

diphenyl-2-prcrylhydrazy (DPPH), hydroxyl radical (·OH), superoxide

radical 및 nitric oxide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특히

DPPH 및 ·OH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각각 500 μg/mL,

100 μg/mL의 농도에서 80% 이상의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

다. 홍화씨 추출물의 신경교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C6 신경교세포에 500 mM ethanol을 처리하여 산화적 손상을

유도하였다. Ethanol을 처리한 C6 신경교세포는 세포 생존율의

감소 및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량이 증가하여 세

포 손상을 나타내었다. 반면 홍화씨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세

포 생존율 증가 및 ROS 생성 억제를 통해 ethanol로 유도된

신경교세포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

해, 홍화씨는 알코올로 유도된 신경교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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