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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rine algae, Padina arborescens, have been used traditionally for treatment of various brain diseases. 

However, the molecular studies on the effect of Padina arborescens have not been carried out. In the present 

study, the protective effect of the water extract of Padina arborescens (PAWE) was researched in H2O2-treated 

human vascular endothelial cells, ECV304. ECV304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PAWE (0, 400, 800, 1,200 and 

1,600 ㎍/㎖) for 12 h and treated with 500 uM H2O2 for 12 h, and then the protective effects of PAWE were 

determined. PAWE recovered the H2O2-induced cell damage and decreased ROS production in ECV304 cells. 

Moreover, PAWE increased ERK expression and inhibited p38 and JNK expression. Furthermore, PAWE dose- 

dependently increased the expression of heme oxygenase-1 (HO-1) and the HO-1 expression was reduced by 

ERK inhibitor treatment in H2O2-treated EVC304 cell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rotective effect of PAWE on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in ECV304 cells might be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HO-1 through the ERK 

signal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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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의 많은 연구 결과들은 산소유래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 ROS)이 인체 기능의 하를 유도하여 노화  

성인병 기 에 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1-3). 활성산소종은 

산소를 이용한 산화과정 에 발생하며 인체의 생화학  물질들

과 반응하여 세포에 상해를 주고 신호 달체계에 향을 미쳐 

심한 경우 세포죽음을 유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활성산소종에 

한 많은 연구  항산화 효소 등으로 세포고사를 억제하는 방

법에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6).

    Heme oxygenase-1 (HO-1)은 heme의 분해 사과정에 여

하는 속도제한효소 (rate-limiting enzyme)로 heme을 분해하여 

carbon monoxide (CO), biliverdin 과 free iron을 생성 시킨다7). 

포유동물에서 HO는 3가지의 동 효소가 존재하는데, 그 에서

도 HO-1은 스트 스-반응 단백질 (stress-responsive protein)로 

사이토카인의 생성, 세포 증식  성 장해로 인해 기 과 조직

을 보호하기 한 세포고사를 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Apoptosis는 로그램 된 세포자멸사로 알려져 있으며, 신호

달기 의 활성을 통하여 세포증식과 세포사멸사이의 균형을 유

지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10,11). 신호 달기 에 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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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gen-activated protion kinase (MAPKs)는 세포증식, 분화, 

apoptosis와 같은 다양한 세포반응 조 에 여하는 

serine/threonine kinases이다12)
. MAPKs 에서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c-Jun N-terminal kinase 

(JNK/SAPK), p38 kinase 등이 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13)

. 각각

의 MAPKs는 특정한 인산화 경로를 통하여 활성화되는데, ERK 

경로는 주로 분열 진인자와 성장인자들에 의해 활성화 되며, 세

포성장  생존과 분화를 조 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조 으로 JNK와 p38 경로는 화학  는 환경  스트 스에 

한 반응에 의해 활성화 되고 주로 apoptosis 유도의 신호 달 

기 에 여 한다13)
.

    해양생물 에서 해조류는 기존의 통 인 식품재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치료 는 방할 수 있는 물질

의 보고로서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암, 항염증, 항균, 항 액응고 

 면역조 작용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 물질들을 함유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

    다양한 치료 는 방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해조

류에 속하는 부챗말이 H2O2에 의한 내피세포의 산화  손상

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를 계획하고 시행하

다. 내피세포의 산화  손상에 한 부챗말의 방어기 을 알

아보기 하여 H2O2에 의한 내피세포의 산화  손상과 세포

고사 유도기 을 조사하 다. 한 부챗말의 세포고사 억제 효과

에 한 기 을 규명하고자 부챗말을  처리한 후 내피세

포에서의 H2O2에 의한 세포 생존율 변화, caspase 활성화, 세포

고사 련 단백질의 발   활성화를 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부챗말 추출액 제조

    부챗말(Padina arborescens Holmes)은 경북 월성에서 2006년 

5월14일에 채집하여 실험실에서 동정한 후, 수돗물로 잔여물을 

제거하고 상온에서 건조되었다. 건조된 시료는 분쇄기로 잘게 부

순 후 증류수를 넣어 24시간 동안 추출하 다. 추출된 용액은 여

과 (Whatman No.2)하여 30℃ 이하로 세 된 감압농축기 

(RE-111, Switzerland)에서 용매를 증발시켜 추출액을 얻었으며 

동결건조기(Ilshin TFD5505, Korea)로 건조시킨 후 냉장고(4℃)

에 보 하 다가 실험에 사용하 다.

2. 시약 

    Anti-GSH1, anti-GSH2, anti-Nrf2, anti-NQO1, anti-SOD1 

 anti-SOD2 antibody는 Santa Cruz Co.(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 다.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 (MTT), Hydrogen peroxide (H2O2), 

propidium iodine (PI), Ribonuclease A(Rnase A),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은 Sigma-Aldrich Chemical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 다. Anti-caspase-3, anti-heme oxygenase-1 

항체들은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로부터 구입하 다. anti-ERK, anti-phospho-ERK, anti-p38, 

anti-phospho-p38, anti-JNK, anti-phospho-JNK, anti-PARP 항체

들은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Beverly, MA, USA)로부

터 구입하 다. 

    N-Acetyl-Asp-Glu-Val-Asp-pNA (Ac-DEVE-pNA), PD98059

은 Calbiochem (La Jolla, CA, USA)로부터 구입하 다.

3. ECV304 세포의 배양

    Human vascular endothelial cell인 ECV304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TC, Rockville, MD, USA)

으로부터 분양받아 계 배양하면서 실험을 실시하 다. Human 

proximal tubular cell인 ECV304 세포는 10% FBS, 100 ㎍/㎖ 

streptomycin이 포함된 DMEM을 사용하여 37℃ 와 5% CO2 상

태에서 배양하 다. 세포는 0.05% trypsin-0.53 mM EDTA 용액

을 사용하여 계  배양하 으며, 세포는 부챗말 추출액과 H2O2

를 처리하기 12시간 에 배양 시에 분주하 다.

4. MTT assay

    세포생존율은 MTT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세포는 

1×10⁵ cells/㎖로 12-Well 이트에 12시간 배양하 으며, 세포

는 부챗말 추출액을 12시간  처리한 후, H2O2를 12시간 처리하

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500 μL의 MTT(0.5 mg/㎖ in 

PBS) 용액을 각 well에 첨가하여 37℃에서 4시간 배양한 후 상층

액을 제거하고 500 μL의 DMSO를 각 well에 첨가하여 비수용성

의 보라색 formazan을 용해 시켰다. Formazan의 양은 

SpectraMAX 250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측정하 다.

5. DAPI staining

    배양된 세포는 DAPI-메탄올(1 ㎍/㎖) 용액으로 세척하고 

DAPI-메탄올 용액으로 37℃에서 15분 염색하 다. 염색된 세포

는 메탄올로 세척하고 형 미경으로 찰하 다. 

6. Flow cytometry 분석

    배양된 세포는 수확하여 PBS로 세척하 고, 세척된 세포는 

냉각된 70% 에탄올에 4℃에서 1시간 고정하 다. 고정된 세포는 

PBS로 다시 세척하고 1 ㎖의 PI (10 ㎍/㎖)/RNase A (100 ㎍/

㎖) 용액으로 재 부유시켜 37℃에서 암실조건으로 1 시간 배양하

다. DNA 양은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ing (FACS) 

Calibur (BD Biosciences,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Apoptosis가 나타나는 세포는 hypodiploid peak (Sub-G1)와 같

은 PI 히스토그램으로 수치화하 다. 세포주기분석은 고정한 후 

염색한 세포로부터 DNA 양을 측정하여 결정하 으며, Sub-G1

세포의 분획은 CellQuest Pro (BD Biosciences, CA, USA) 

software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7. Caspase-3 활성검사

    세포는 lysis완충용액 (50 mM HEPES, pH 7.4, 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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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 0.1% CHAPS, 1 mM DTT, 0.1 mM EDTA)에 동결/해동

의 방법으로 용해하 고 세포용해액은 4℃에서 10,000 rpm으로 

1분 원심 분리하여 얻었다. Caspase 활성검사는 제조사의 

protocol에 따라서 수행하 다. 즉 10 ㎕의 세포용해액 (30 ㎍ 

total protein)에 88 ㎕의 반응 완충액 (50 mM HEPES, pH 7.4, 

100 mM NaCl, 0.1% CHAPS, 10 mM DTT, 0.1 mM EDTA, 10% 

glycerol)과 2 ㎕의 fluorogenic Ac-DEVE-pNA를 혼합하 으며, 

샘 은 37℃에서 1시간 배양 후 효소 매 작용으로 방출된 

p-nitroanilide를 SpectraMAX 250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로 405 nm에서 측정하 다.

8. ROS측정

    ROS는 2',7'-Dichlorofluorescein diaceate (DCFH-DA) 

fluorescence assay에 의해 측정하 다. 세포는 PBS에 두 번 세척

하 고, 20 μM DCFH-DA/PBS 용액에서 37℃에서 30분 배양하

으며, 형 도는 excitation 장 485 mM와 emission 장 

524 mM에서 측정하 다. 

9. western blotting analysis 

    시료처리 후 배양이 끝난 세포는 냉장 PBS로 세척하 고 

1% protease inhibitor 혼합액이 포함된 냉장 용해완충용액 (50 

mM Tris-HCl, pH 7.4, 150 mM NaCl, 1% NP-40, 0.5% sodium 

deoxycholate, 0.1% SDS, 1 mM sodium vanadate)으로 얼음 

에서 30분 용해하 다. 세포 용해액은 온원심분리기로 14,000 

× g 상태에서 15분 원심분리 하 고,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총 30 ㎍의 단백질 샘 을 10% 

는 12% SDS-PAGE 젤로 분리하 으며, 분리된 SDS-PAGE 젤 

상의 단백질을 trans blot kit를 사용하여 40 V에서 3 시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Membrane은 5% 탈

지유가 포함된 Tris-buffered saline+Tween-20 (20 mM 

Tris-HCl, pH7.6, 150 mM NaCl, 0.05% Tween-20)으로 차단한 

후 1차 항체를 결합시켰다. 반응활성도는 peroxidase가 붙어있

는 anti-rabbit 는 anti-mouse 2차 항체를 사용하여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Pierce, Rockford, IL, USA)에 의해 

탐지하 다.

10. 통계처리

    모든 데이터의 결과는 OriginPro 7.0 로그램을 통하여 분

석하 으며, mean ± standard deviation (SD)로 기록하 다.

결    과

1. ECV304 세포에 한 H2O2의 세포독성 효과

    ECV304 세포의 H2O2에 한 세포독성의 효과를 조사하기

해 H2O2를 일정한 간격으로 농도를 증가시켜 100~1,000 μM로 

12 시간 처리하 다. 세포생존율은 MTT assay로 측정하 다. 

H2O2는 농도 의존 으로 ECV304 세포의 생존율을 감소시켰다 

(Fig. 1). H2O2의 IC50 값은 약 500 μM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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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H2O2 on cytotoxicity in ECV304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H2O2 for 12 hrs and the cells were tested 

for viability by MTT assay. Value are means ± SD, N = 3.

2. H2O2 세포독성에 한 부챗말 추출액의 ECV304 세포의 보호 

효과

    H2O2에 의해 유도된 ECV304 세포의 세포독성에 한 부챗

말 추출액의 보호 효과를 조사하기 하여 세포생존율측정, 세포

형태변화 찰, 유세포 분석을 사용하 다. ECV304 세포에 0, 

400, 800, 1,200, 1,600 ㎍/㎖의 농도로 부챗말 추출액을 12시간 

 처리한 후, 500 μM H2O2와 함께 12시간 배양하 다. 부챗말 

추출액은 H2O2에 의해 감소된 세포생존율을 농도 의존 으로 증

가시켰다(Fig 2A). 부챗말 추출액 1,600 ㎍/㎖ 농도에서 H2O2에 

의해 감소된 세포생존율을 약 20% 정도 증가시켰다. 부챗말 추

출액 1,600 ㎍/㎖ 농도 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유의한 세포 생존

율의 증가는 없었다. DAPI 염색을 이용한 세포형태변화 찰에

서도 부챗말 추출액은 H2O2에 의한 밝은 빨강색의 핵 단편조각

을 감소시켰다(Fig 2B). 한 유세포 분석을 이용하여 apoptosis 

세포에 한 정량  측정을 한 결과, 부챗말 추출액은 H2O2에 의

해 유도된 apoptosis세포(Sub-G1 peak)를 30.56%에서 14.74%로 

감소시켰다(Fig 2C). 

3. H2O2에 의한 Caspase-3활성과 PARP 편증가에 한 부챗말 

추출액의 억제효과

    Caspase family는 apoptosis를 수행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그 에서도 caspase-3는 apoptosis를 최종 으로 수행

하는 요한 요소이다. ECV304 세포에서 H2O2에 의한 caspase-3

의 활성증가에 한 부챗말 추출액의 억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부챗말 추출액은 농도 의존 으로 H2O2에 의해 증가된 

caspase-3의 활성을 감소시켰다(Fig. 3A). 즉 H2O2 단독 처리군에

서 caspase-3의 활성이 589.24%로 증가하 는데 H2O2와 1,600 ㎍

/㎖ 부챗말 추출액 처리군에서는 278.87%로 감소하 다. 부챗말 

추출액의 caspase-3 활성 억제효과를 재검증하기 해 caspase-3

와 PARP 편을 웨스턴 블롯  통하여 확인하 다. 부챗말 추출

액은 caspase-3 와 H2O2에 의해 증가된 PARP 편을 감소시켰

다(Fig. 3B). H2O2 단독처리군에서 capase-3의 활성을 증가하 지

만, H2O2와 부챗말 추출액 혼합처리군에서는 농도 의존 으로 

caspase-3 활성을 감소시켰다. H2O2에 의해 증가된 89 kDa의 

PARP 편은 부챗말 추출액 1,600 ㎍/㎖을 투여한 군에서 크게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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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AWE on H2O2-induced apoptosis in ECV304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0, 400, 800, 1,200 and 1,600 ㎍/㎖ of PAWE for 

12 h, and then treated with or without 500 uM H2O2 for 12 h. (A)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Value are means ± SD, N = 3. (B) The cells were 

subjected to cytospin, stained with DAPI-MeOH and observed under a fluorescence 

microscope. (C) The cell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PI and the DNA content was 

analyzed by flow cy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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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PAWE in activation of caspase-3 activity and 

proteolytic cleavage of PARP in H2O2-treated ECV304 cells. (A) 
Caspase-3 activity was measured with AC-DEVD-pNA. The activation was 

measured as the increase in activity (%) with respect th control cells (100%). Value 

are means ± SD, N = 3. (B) Whole cell lysates were subjected to SDS-PAGE 

followed by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Caspase-3, anti-PARP antibodies.

4. ROS 생성에 미치는 부챗말 추출액의 효과

    부챗말 추출액이 ROS의 생성에 미치는 효과를 12시간 H2O2

를 처리한 ECV304 세포에서 측정하 다. ROS 생성은 세포 내부

의 DCF fluorescent의 생성량을 형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H2O2 단독처리군에서는 ROS 생성이 535.52%로 증가하

는데, 부챗말 추출액은 H2O2에 의해 증가된 ROS 생성을 농도의

존 으로 감소시켰고, 1,600 ㎍/㎖ 부챗말 추출액 투여군에서는 

ROS 생성을 320.78%로 감소시켰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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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PAWE on H2O2 induced-ECV304 cells ROS 

formation.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doses of PAWE for 12 hrs prior 
to 500 uM H2O2 induction for 12 h. ROS were determined by DCFH-DA 

fluorescence assay. Value are means ± SD, N = 3.

5. ECV304 세포의 MAPKs 활성에 한 부챗말 추출액의 효과

    MAPKs 신호 달기 은 apoptosis의 조 에서 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H2O2에 의해 유도된 ECV304 세포의 

apoptosis에서 MAPKs과 련하여 ERK, p38, JNK 활성에 한 

부챗말 추출액의 효과를 조사하 다. H2O2 단독처리군에서는 

ERK의 활성만 감소하 고, p38, JNK의 활성은 모두 증가하 다. 

그러나 H2O2와 부챗말 추출액 처리군에서는 400 ㎍/㎖에서 증

가하기 시작하여 농도의존 으로 ERK 활성을 증가시켰으며, 

p38, JNK 활성은 농도의존 으로 감소시켰다(Fig. 5). 

Fig. 5. Effects of PAWE on activation of ERK, p38 and JNK in 

H2O2-treated ECV304 cells.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0, 400, 800, 
1,200, 1,600 ㎍/㎖ of PAWE for 12 hrs, and then treated with or without 500 uM 

H2O2 for 3hrs. Cells were the lysed, and the supernatants were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ERK, anti-p-ERK, anti-p38, anti-p-p38, anti-JNK 

and anti-p-JNK antibodies.

6. HO-1 발 에 미치는 부챗말 추출액의 효과

    HO-1 단백질은 항산화효과에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2O2 처리된 ECV304 세포에서 부챗말 추출액의 HO-1 발 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 다. H2O2 단독처리군에서 HO-1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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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 이 약간 증가하 지만, H2O2와 부챗말 추출액의 혼합처

리군에서는 부챗말 추출액의 농도 의존 으로 HO-1 단백질 발

이 증가하 다(Fig. 6A,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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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PAWE on HO-1 protein expression in H2O2 

treated-ECV304 cells. (A)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0, 400, 800, 1,200 
and 1,600 ㎍/㎖ of PAWE for 12 h, and then treated with or without H2O2 for 12 

h. Expression of HO-1 protein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with an 

anti-HO-1 antibody. (B) Densitometric analysis of the specific bands was done 

using GS-800 Calbrated Densitometor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7. ERK활성과 HO-1 발 에 미치는 부챗말 추출액의 효과

    부챗말 추출액은 H2O2가 처리된 ECV304 세포에서 ERK활

성과 HO-1 단백질 발 을 모두 증가시켰다. 이어서 부챗말 추출

액에 의한 ERK활성 증가가 HO-1 단백질 발 증가에 미치는 효

과를 조사하 다. ECV304 세포는 H2O2를 처리하기 에 ERK 

inhibitor인 PD98059로 1시간 처리하 다. H2O2와 부챗말 추출액 

혼합처리군에서 증가허 던 HO-1 단백질의 벌 이 ERK 

inhibitor의 처리에 의해 감소되었다(Fig. 7A,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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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ERK inhibitor on HO-1 protein expression of 

H2O2/PAWE treated-ECV304 cells.  (A) The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10 and 20 uM PD98059 for 1 h , and then treated with 1,600 ㎍/㎖ PAWE for 12 

h prior to 500 uM H2O2 incubation for 12 h. Expression of HO-1 protein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with an anti-HO-1 antibody. (B) Densitometric analysis of 

the specific bands was done was done using GS-800 Calbrated Densitometor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고    찰

    내피는 벽 안에서 해부학 으로 략상 요한 치에 

있어, 과 의 평활근 세포 사이에서 장벽으로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내피 단층의 기능 인 통합은  손과 동맥

경화 형성의 방에 필수 이다
16)

. 내피세포의 고사는 내피 단층

의 통합을 태롭게 방해하고 그 때문에  손상과 신생

생성, 동맥경화, 색 과 같은 수많은 병태생리 인 과정에 기여

하게 된다17)
. 내피세포는 내막의 가장 내부에 치하여 

벽에 액성분이 침습되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 의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을 생산하여 액 응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액의 정상순환을 도와 다.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인자는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  활성산소는 화학 인 작용을 통한 병리 인 작용으

로 소 의 침착, 응집을 형성하고 동맥벽을 약화시켜  내

막의 열, 동맥류와 출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내피세포

의 손상은 결국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을 진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서는 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과 뇌경색, 뇌동맥류 

등 뇌  질환의 요한 원인이 된다.

    추신경세포 손상은 세포막의 괴, 세포의 팽창, 용해를 

동반하는 괴사와 glutamate에 의한 흥분독성, 이온통로를 통한 

칼슘의 세포 내 유입, 산소자유기에 의한 산화  손상, acidosis 

등의 다양한 생체 내의 생화학  기 이 단독 는 복합 으로 

작용하는 apoptosis에 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19).

    산화  손상(oxidative stress)은 활성산소종의 증가와 항산

화 방어시스템의 기능손상 사이에서의 불균형과 같이 정의된다
20). ROS는 일반 으로 superoxide anion (O2˙‾), hydroxyl 

radicals (˙OH), hydrogen peroxide (H2O2) 등과 같은 종류들이 

있고, 이것들은 DNA, protein, lipid와 같은 다양한 분자들에 

해 반응하여 손상을  수 있다. 더 요한 것은, ROS는 산화환

원반응 조 과 같은 다양한 세포의 신호 달 경로에서 신호 달

분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21).

    MAPKs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는 세포증식, 분

화, apoptosis와 같은 다양한 세포반응들의 조 에 여하는 

serine/threonin kinases이다22). MAPKs는 구조 인 차이를 기본

으로 하여 ERK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JNK/SAPK (c-Jun N-terminal kinase), p38 kinase22) 등의 3가지

로 구분된다.

    ERK 경로는 분열 진물질(mitogen)과 성장인자들에 의해 

활성화되고 세포성장  생존과 분화의 조 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22,23). 조 으로, JNK와 p38 경로는 화학  는 환경

 스트 스에 한 반응에 의해 활성화되고, 종종 apoptosis의 

유도에 련되어 있다24).

    HO-1 (Heme oxygenase-1)은 iron, CO (carbon monoxide), 

biliverdin의 heme을 분해하는 효소이다. HO에는 HO-1, 2, 3 등

의 3가지 형태가 있다. HO-1은 다양한 스트 스에 의해 유도되

어 발 하는데 비해서 HO-2, HO-3는 다수의 조직에서 발 이 

된다25). Biliverdin과 bilirubin은 HO에 의하여 heme으로부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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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되고, 스트 스에 의한 세포손상을 억제하는 항산화기능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 nitrogen oxide (NO)와 유사한 CO는 

확장의 재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26)
. HO-1발 은 산화  스트

스에 의해 유도되지만, 세포에 따라서 특정한 자극이 없이 발

되기도 한다
27)

.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와 심근세포들의 이 좁아

지면서 막히기도 하여 건강에 치명 인 심장마비나 뇌경색이 일

어나기도 한다. 한 계를 구성하는 에 많은 변화를 가

져온다. 이에 따라서 치매, 뇌졸  등의 치명 인 뇌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28)
.

    해양생물들 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해조류는 다양

한 응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인간의 식량으로만 사용되

어 왔다. 하지만 해양생물이 새로운 생리활성 물질의 보고로 알

려지면서 해조류 한 새로운 기능성 물질의 상으로 새롭게 인

식되고 있다. 해조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해서 요오드, 아

연 등의 필수미량원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생육환경의 특

이성 때문에 같은 식물에 속하지만 육상에 생육하는 식물과는 

크게 다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신기능성 제품개발

의 좋은 소재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우병에 의한 동물유

래원료의 배제와 환경호르몬 문제 등은  세계 으로 자연지향, 

천연지향, 식물지향의 상품이 호평 받게 하고, 이들에 응하는 

신소재를 요구하게 되었다29).

    Singlet oxygen, hydroxyl radical, superoxide anion과 같은 

산소종은 일반 으로 매우 활성이 높고, 신진 사의 부산물로서 

세포내에서 계속 으로 생산되거나 환경으로부터 유입된다. 이

와 같이 세포내에서 형성된 반응이 강한 free radical은 생체분자

를 산화시키고, 세포의 치사나 조직상해를 유발하여 노화를 진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30). 활성산소와 주요 세포 구성요소들 사이

의 반응에 의해, 산화  스트 스를 받는 세포가 치명 인 손상

을 받을 수도 있으나 효율 인 항산화제는 이러한 유해한 향

을 제한할 수 있고 산화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31).

    의 내피세포는 산화 스트 스와 ROS 생성에 의한 손

상에 하여 민감하다32)
. 산화 스트 스와 ROS의 생성은 심

계 질병과 병리학 으로 련되어있다. ROS의 생성억제와 

ROS scavenger는 생물학  효과를 막는다33). 부챗말 추출액은 

H2O2에 의한 산화  손상에 하여 효과 으로 ECV304 세포를 

보호하 다. 부챗말은 H2O2에 의해 감소된 세포생존율을 증가시

켰고, 유세포분석에서 apoptosis 소포체를 감소시켰다(Fig. 2). 

한 apoptosis의 effector enzyme인 caspase-3의 활성을 감소시켰

다(Fig. 3). 부챗말 추출액의 항산화효과는 H2O2에 의해 생성된 

ROS의 생성억제를 통하여 입증되었다(Fig. 4). H2O2에 한 부챗

말 추출액의 보호효과의 신호기 연구에서 부챗말 추출액은 

ERK 활성을 많이 증가시켰고 p38, JNK 활성은 조  증가시켰다 

(Fig. 5). 이 결과는 부챗말 추출액의 보호효과가 ERK 활성증가

와 JNK활성증가와 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RK는 

세포증식, 분화, 생존에 한 세포의 반응을 조 하는데 여한

다34). ERK 활성은 산소증, 성장인자결핍, H2O2와 같은 자극에 

한한 반응에 의해 유도된 apoptosis를 억제한다35). 반 로 ROS

는 ERK 활성경로를 억제하여 결국 내피세포의 apoptosis를 유도

한다
36)

. 부챗말 추출액은 H2O2를 처리한 ECV304 세포에서 HO-1 

단백질발 을 농도의존 으로 증가시켰다(Fig. 6). 이 결과는 부

챗말 추출액의 H2O2에 한 항산화 효과가 HO-1단백질발 과 

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HO-1은 iron, carbon 

monoxide (CO), biliverdin에 한 heme의 분해를 매한다. 

HO-1에 의한 heme degradation은 산화 스트 스, 염증반응, 

apoptosis, 세포증식, 신생 형성, 섬유화와 같은 다양한 생물

학 과정을 조 한다. HO-1 유 자의 발 은 다양한 세포유형에

서 원산화제와 항산화제와 같은 자극에 의해 활성화 된다37)
. 

ROS와 같은 산화제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의 활성을 통하여 HO-1유 자 발 을 유도한다38,39)
. 

한 항산화효능이 있는 식품이나 약재들이 HO-1의 유도와 계

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40). 한 ECV304 세포에서 부챗말 

추출액에 의해 증가된 HO-1단백질발 이 ERK 활성과 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RK inhibitor인 PD98059를 처리하

을 시, ERK 활성 감소에 의해 HO-1단백질발 이 감소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이상의 결과를 보아 부챗말 추출액은 H2O2에 의해 유도된 

ECV304 세포의 산화  손상에 하여 ERK 활성을 경유한 

HO-1 단백질발  증가를 통하여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

서, 향후 부챗말 추출액으로부터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

을 분리 추출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면 내피세포의 기

능 하에 의한 각종 질환의 치료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내피세포인 ECV304에서 H2O2에 의해 

유도된 세포고사에 미치는 부챗말 추출액의 보호효과를 연구하

기 하여 MTT assay, DAPI staining, flow cytometric analysis, 

caspase-3 activity assay, ROS assay and western blot analysis를 

통하여 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었다.

    H2O2는 농도의존 으로 ECV304 세포의 생존율을 감소시켰

으며 IC50 값은 약 500 uM 이었다. 부챗말 추출액은 농도의존

으로 H2O2에 의해 감소된 세포생존율을 증가시켰다. 부챗말 추

출액은 H2O2에 의해 증가된 caspase-3 활성과 PARP 편을 동

일하게 감소시켰으며, H2O2에 의해 증가된 ROS 생성을 농도의

존 으로 감소시켰다. 부챗말 추출액은 농도의존 으로 ERK 활

성을 증가시키고, JNK와 p38 활성을 감소시켰으며, HO-1 단백

질 발 은 부챗말 추출액의 농도에 의존 으로 증가하 다. 부챗

말 추출액은 H2O2가 처리된 ECV304 세포에서 ERK inhibitor에 

의해 HO-1 단백질 발 이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부챗말 추출액은 H2O2에 의해 유도된 

ECV304 세포의 산화  손상에 하여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ERK활성을 경유한 HO-1 단백질발  증가를 통하여 산

화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챗말 추출액은 다양한 뇌신경계의 산화  손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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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질환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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