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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C12 neuronal cell-protective effects of hot water extracts of guava fruit and leaf were evaluated. Total phenolic 
levels in fruit and leaf were 11.75 and 293.25 mg/g, respectively. Gallic acid, the predominant phenoic, was detected 
in both extracts.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ccumulation after H2O2 treatment was significantly 
reduced when the hot water extract of guava leaf was added to cell medium, compared to PC12 cells treated with 
H2O2 only. In a cell viability assay using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bromide (MTT), 
the hot water extracts of fruit and leaf protected against H2O2-induced neurotoxicity. The leaf extract was more 
effective in terms of inhibition of lactate dehydrogenase (LDH) release into medium, compared to the fruit extract. 
These in vitro data suggest that hot water extracts of guava fruit and leaf may be useful in treatment of neurodegenerative 
conditions such as Alzheimer’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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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퇴행성 신경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성 치매

(Alzheimer's disease; AD)는 기억과 인지에 손실을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AD환자의 뇌에서 free radical과 같

은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뇌신경세포들의 기능장애가

AD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

또한 산화적 신경세포 손상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신

경 질환과 매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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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oxide anion 및 hydroxyl radical 등과 같은 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 분자 상태인 산소를 이용하는 정상

적인 또는 비정상적인 대사과정의 부산물로서 생성되는데

이와 같이 생성된 RO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지질과산

화를 유도하고 단백질, 세포막 및 DNA 등을 손상시켜 암을

비롯한 다양한 성인병을 유발함과 동시에 AD환자의 뇌에

서 다중불포화 지방산 양의 감소와 아울러 지질의 산화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따라서 활성산소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항산화 비타민과 phenolic phytochemicals

과 같은 천연물 및 식품유래 성분들이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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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바(Psidium guajava L.)는 도금양과(Myrtaceae)에 속

하는 아열대성 식물로서 guava, guayabo, 혹은 kuawa로 불

려지며 과실, 뿌리 및 잎은 오랫동안 민간의약으로서 급성

위장염과 설사, 이질 뿐만 아니라 당뇨의 치료에도 이용되

어져 왔고, 탁월한 정장작용으로 설사 방지 및 위장의 기능

을 활성화 시키는 작용이 큰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6).

구아바 과실과 잎의 성분에 관한 연구로 과실에는 myricetin,

apigenin, ellagic acid, anthocyanin 등의 페놀성 화합물과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등이 높은 함량으로 함유되어 있으

며(7-9), 잎에는 sesquiterpene, triterpenoid, flavonoid,

coumarin, alkaloid, tannin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10). 생리활성에관한연구로는저용량 streptozotocin으로 유

도된 당뇨모델 생쥐에서 발효 구아바 잎 추출물의 고혈당

억제효과(11,12), 구아바 잎의 항산화 활성 및 tyrosinase

저해효과(13,14,15)와 식중독 세균에 대한 구아바 부위별

추출물의 항균특성에 대하여 보고하였고(16), 그 외에도

항암, 항염증 및 항알러지 활성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17).

그러나 구아바 열매와 잎 추출물이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세포 보효효과와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화적 스

트레스로부터 유도되는 신경세포의 사멸을 보호할 수 있는

생리활성물질로서의 phenolics를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로부터 분석하고, hydrogen peroxide에 의해서 유도

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추출물의 PC12 신경세포 보

호효과의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구아바 열매와 잎은 safeda 품종으로서

경남 진주 집현면에 위치한 농장에서 제공 받아 냉장보관

(4℃)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신경세포 보호효과 실험에

사용된 시약으로 Folin & Ciocalteu's phenol reagent,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DA), hydrogen

peroxide (H2O2) solution, 3-[4,5-dimethy-thiazol-2-yl]-2,5-

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assay kit 및 lactate

dehydrogenase (LDH) release assay kit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제품을 구입하였다. 세포주 배양을

위해 필요한 RPMI 1640 medium과 fetal bovine serum은

Gibco BRL Co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penicillin, streptomycin, sodium bicarbonate와 HEPES 및 나

머지 시약은 Sigma Co (St. Louis, MO, USA)제품을 구입하

여 사용하였고, 그 외 사용된 용매 및 시약은 모두 일급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

의 제조는 sonication, 침지 및 환류냉각추출방법 3가지 방법

을 이용하여 추출한 결과 추출수율 및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가장 높게 함유되어 있는 환류냉각 추출방법으로

추출을 하였다. 즉, 건조된 시료 10 g에 증류수 100 mL를

첨가하여 환류 냉각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2시간 동안 추출

후 No. 2 여과지(Whatman plc., Kent, UK)로 여과하였다.

그 후 진공농축기(N-N series, EYELA Co., Tokyo, Japan)로

농축하고 동결건조(IlShin Lab Co., Ltd., Yangju, Korea)하

여 사용하였고, 동결 건조된 추출물은 -20℃ 냉동고에서

보관하면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페놀성 화합물 및 개별 폴리 페놀성 화합물 함량 분석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총 페놀

성 화합물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in-Ciocalteu 방법을

이용하였다(18). 추출 시료 용액 1 mL에 3차 증류수 9 mL를

첨가한 후 Folin & Ciocalteu's phenol reagent 1 mL를 넣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용액에 7%

Na2CO3용액 10 mL를 넣어 다시 혼합한 다음 3차 증류수로

25 mL로 정용하였다. 이 혼합 용액을 23℃에서 2시간 동안

정치한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

도는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된 검량선으로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계산하였다. 개별 폴리페놀성 화합물 함량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추출물을 0.45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HPLC (Agillent 1100 series,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조건 중 column은

ODS (250×4.6 mm, 5 μm)를 사용하였고, 용매는 A용매

0.01 M KH2PO4 buffer solution (pH 3.0)과 B용매 methanol을

90 : 10 (v/v)으로 시작하여 0～9.5분 68 : 32 (v/v), 9.5～13분

67 : 33, 13～30분 20 : 80으로 linear gradient 하였고, 유속은

1.5 mL/min, 검출기는 diode array detector, 파장은 280 nm에

서 분석하였다.

세포 및 배양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한 PC12 세포(KCLB 21721,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는 신경세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포로 쥐의 pheochromocytoma로부터 유도된 것을 사용하

였다. PC12세포를 25 mM HEPES, 25 mM sodium

bicarbonate, 10% fetal bovine serum, 50 units/mL penicillin

및 100 μg/mL streptomycin이 포함된 RPMI 1640배지에 접

종하여 3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DCF-DA assay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이 PC12 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DCF-DA assay를

실시하였다(19). 먼저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
4

cells/well로 분주하고 37℃, 5% CO2의 조건에서 24시간동

안 배양하였다.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을 PC12 cell

에 처리하여 48시간동안 pre-incubation 시킨 후, 2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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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2를 각각 3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

한 다음,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buffer로 희석된

10 μM DCF-DA를 가하고, 45분간 배양하였다. PBS buffer

로 2회 washing한 다음 200 μM H2O2를 가하고, 3시간 뒤에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excitation파장

485 nm와 emission 파장 535 nm에서 형광강도를 측정하

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H2O2에 의해 유도된 PC12 세포에 대하여 구아바 열매

및 잎 열수 추출물의 보호효과는 MTT reduction assay로

측정하였다(19). 구아바 열매와 잎 추출물을 PC12 cell에

처리하여 48시간동안 pre-incubation 시킨 후, 200 μM H2O2

를 각각 3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이 상태의 PC12 cell에

MTT stock solution을 처리하여 37℃에서 3시간 incubation

시킨 후, MTT solubilization solution 15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마지막으로 흡광도는 microplate reader

(680, Bio-rad, Tokyo, Japan)에서 570 nm와 690 nm에서

측정하였다. Positive control은 vitamin C (200 μM)를 사용하

였고, cell viability는 control group에 대한 % concentration으

로 나타냈다.

세포막 손상 억제효과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을 48시간동안 pre-

incubation시킨 후, 200 μM H2O2를 처리하여 3시간 배양한

후, 5분간 원심분리(250 × g)하여 100 μL의 상등액을 새로

운 well로 옮긴 후 LDH assay kit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 세포막 손상효과를 측정하였다(19).

통계처리

모든 3회 반복 실시하여 mean±SD로 나타내었으며, 각

평균값에 대한 검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

6.12)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오차,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s로 평균값들에 대해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성 화합물 및 개별 폴리 페놀성 화합물 함량

식물성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많은 생리활성 물질

중 페놀성 화합물은 phenolic hydroxyl 그룹 때문에 단백질

또는 효소 단백질, 기타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 및

2가 금속이온과의 결합력으로 인하여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이미 대만에서 구아바 잎을

잎차로 가공을 하여 음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아바 열매와

잎의 추출용매로는 열수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어 열수로

추출한 후 그 추출물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21).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분석한 결과 각각 11.75 및 293.25 mg/g으로 열매에

비하여 잎 열수 추출물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다. 또한 구아

바 열매와 잎에 함유되어 있는 개별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분석한 결과 열매와 잎에서 공통적으로 gallic acid가 각각

22.78 및 117.34 mg/100 g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특히 열매

에서 quercitrin이 39.46 mg/100 g이 함유되어 있었고, 그

외 다른 폴리페놀성 화합물은 극히 미량으로 존재하였다

(Table 1). Thaipong 등(22)은 구아바 열매의 품종별 메탄올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 170.0～344.9 mg/100 g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

으며, Natitanon 등(23)은 추출방법을 달리한 구아바 잎 에

탄올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94.08～136.02 mg/g으로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Chen과 Yen (21)은 타이완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별 구아바 열매, 잎 및 잎차에 함유되어 있는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catechin과 gallic acid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측정한 결과 열매의 경우 각각 69.6

mg/g과 115 mg/g으로 gallic acid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

하였을 때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잎과 잎차에서도

각각 103～313 mg/g (catechin equivalent)과 166～483 mg/g

(gallic acid equivalent) 범위로 총 페놀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

데, 이는 생산지의 재배환경, 채취시기, 품종, 추출용매 및

추출방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차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주요 항산화 활성 물질을 HPLC를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 gallic acid가 주요 화합물인 것으로 보고하

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1. Total phenolic content and phenolic composition of hot
water extracts from guava fruit and leaf

Fruit Leaf

Total phenolics (mg/g) 11.75±0.32 293.25±2.67

Phenolics content
(mg/100 g)

Gallic acid 22.78±0.64 117.34±1.31

Procatechuic acid -
1)

-

Catechin Tr
2)

Tr

Chlorogenic acid - -

Syringic acid - -

Epicatechin - -

Caffeic acid - -

Ferulic acid - -

p-Coumaric acid - -

Rutin - -

Quercitrin 39.46±2.08 -

Quercetin - -

1)
Not detected.

2)
Trace.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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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내 ROS 생성의 측정

AD와 PD (Parkinson’s disease)와 같은 퇴행성 신경계

질환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세포의 사멸에 의해

발생되며, 천연 항산화제인 flavonoids, polyphenols 등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 보호효과가 뛰어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24).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이

H2O2에 의해 유도된 PC12 세포 내 ROS 생성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DCF formation은 H2O2를 처리

한 처리구에서는 control group 100% 대비 142%의 DCF

formation을 나타냈고 H2O2와 vitamin C를 동시에 처리한

처리구에서는 102%로 약 40%정도의 산화적 스트레스 감

소 효과를 보였다. 구아바 열매 열수 추출물에서는 농도

의존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지만, H2O2 처리구에 비해 산화

적 스트레스의 감소효과를 보였으며, 잎 열수 추출물에서

는 농도 의존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농도 250 μg/mL에서는 99%로 양성 대조구로 사용

된 vitamin C 200 μM(102%)과 유사한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농도 500 μg/mL에서는 88%로

vitamin C보다 14% 정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산화적 스트레

스 감소효과를 보였다. 이는 구아바 잎에 함유되어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gallic acid와 같은 폴리페놀성 화합물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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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hot water extracts from guava fruit and leaf on
free radical production determined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H2O2 in PC12 cell.

: Control, : H2O2, : Vitamin C, : Fruit, : Leaf.
DCF value was not changed by vitamin C or the hot water extracts from guava fruit
and leaf (data not shown).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Statistical analysis indicated
that the influence of the hot water extracts from guava fruit and leaf used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H2O2-induced oxidative stress (p<0.05 vs. vitamin C).

PC12 신경세포 보호효과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이 H2O2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PC12 신경세포에 대한 보호 효

과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Cell viability는 H2O2를

처리한 처리구에서는 control group 100% 대비 64%의 생존

율을 나타냈고 H2O2와 vitamin C를 동시에 처리한 처리구에

서는 97%의 생존율로 약 33%정도의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보였다. 구아바 열매 열수 추출물을 처리한 시료에서는 모

든 농도에서 양성 대조구로 사용된 vitamin C 200 μM과

유사한 보호효과를 보였으며, 농도 60 μg/mL에서 111%로

높은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구아바 잎 열

수 추출물을 처리한 시료에서는 30 μg/mL에서 114%로 가

장 높은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추출물

의 첨가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신경세포 보호효

과가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신경세

포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결과의 원인을규명하기위

해서는 분자생물학적인 접근방법과 동시에 그에 대한 반응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이어져야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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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tective effect of hot water extracts from guava fruit and
leaf on H2O2-induced cytotoxicity in PC12 cells.

: Control, : H2O2, : Vitamin C, : Fruit, : Leaf.
Cell viability was not changed by vitamin C or the extracts (data not shown).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Significantly difference (p<0.05 vs. vitamin C) was observed
on the H2O2-induced cell death.

세포막 손상 보호효과

신경세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lipid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는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매우취약하기때문에 이러

한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상기의 신경세포 보호효과와

신경세포막 손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H2O2로 유도된 신경세포막 손상에 대한 구아

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의 보호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경세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세포질 성분의 LDH 방출량

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Control group의 방출량은

16% 정도인데 반해 H2O2 처리한 시료에서는 73%의 방출량

을 보여 H2O2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LDH 방출

량이 57%정도 증가하였다. 양성 대조군인 vitamin C 200

μM 처리군은 23%의 LDH 방출량을 보였고, 구아바 열매

열수 추출물의 경우 30～500 μg/mL의 농도로 처리했을 때

43～24%로 LDH 방출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구아바 잎 열수 추출물에서는 모든

농도에서 열매보다 LDH 방출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특히 500 μg/mL의 농도에서는 vitamin C

200 μM처리구보다 낮은 방출량을 보였으며, H2O2와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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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낮은 LDH 방출량을 보여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과가 열매보다는 잎 열수

추출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eo 등(25)은 바나나,

오렌지 및 사과 추출물의 신경세포 보호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ABTS radical 소거활성이 높게 나타난사과에서 높은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quercetin과 같은 폴리

페놀성 화합물에 인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항산화 활

성과 신경세포 손상 보호효과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26,27)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

은 페놀성 화합물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9,28), 높은 항산

화 활성을 보여(14), 이와 같은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구아바 열매 및 잎 열수 추출물은

알츠하이머성 신경질환과 같은 퇴행성 뇌신경질환 등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산업화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판단된다. 또한 in vitro상의 실험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 및 active compound

를 활용하여 mouse를 이용한 Y-maze test 및 passive

avoidance test와 같은 in vivo 실험도 추후 계속해서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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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ell membrane protective effect of hot water extracts from
guava fruit and leaf on H2O2-induced membrane damage in PC12
cells.

: Control, : H2O2, : Vitamin C, : Fruit, : Leaf.
LDH activity in culture supernatants was measured with a colorimetric LDH assay kit.
Basal and total LDH activities were determined in intact cells and cells solubilised
with 0.2% Triton X-100, respectively, and LDH release was calculated as [(sample
LDH - basal LDH)/(total LDH - basal LDH)] × 100 (%). See the legend of Fig 1.

요 약

PC12 신경세포를 이용하여 구아바 열매와 잎 추출물이

H2O2로 유도된 신경세포 독성에 대한 보호 효과를 조사하

였다.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의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각각 11.75 및 293.25 mg/g이었고, gallic acid 함량은

각각 22.78 및 117.34 mg/100 g이었다. H2O2 처리한 PC12

cell내의 활성산소 생성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구아바 잎

열수 추출물에서 높은 활성산소 생성 억제효과를 보였다.

MTT방법을 이용하여 H2O2로 유도된 PC12 신경세포에 대

한 보호효과를 측정한 결과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

은 높은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보였고, LDH release 실험결

과 모든 농도에서 세포막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때, 구아바 열매와 잎 열수 추출물의 항산

화활성과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의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어 퇴행성 뇌신경질환 등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산업화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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