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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2로 유발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브로콜리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잎 분획물의 PC12 cell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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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xamine the physiological effects of broccoli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leaf, the bioavailable compounds
in broccoli leaf extract, and its in vitro neuroprotective effects against H

2
O

2
-induced oxidative stres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chloroform fraction of broccoli leaf extract had the highest total phenolic content of all the fraction than others,
and the highest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 radical-scavenging activity
and malondialdehyde (MDA) inhibitory effect.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ccumulation resulting in H

2
O

2
-

treated in PC12 cells was significantly lower when the chloroform fraction was present in the medium compared to that
in PC12 cells treated with H

2
O

2
 alone. In a cell viability assay performed using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the chloroform fraction showed protective effects against H
2
O

2
-induced neurotoxicity

and inhibited lactate dehydrogenase (LDH) release into the medium.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nalysis showed that ferulic acid was the predominant phenolic compound in chloroform fraction of broccoli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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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나치게 서구화된 식문화 및 식습관, 환경오염, 영양소의 과

다섭취, 흡연 및 음주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

소는 불안정하고 산화력이 높아 생체물질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

에 인체 내에서 제거되지 못하면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

를 유발하게 된다(1-2). 산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소로서

호기성 생물은 이렇게 풍부한 산소를 전자수용체로 하는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획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명유지에 절대적으

로 필요한 산소이지만 안정한 분자 상태인 기저삼중항산소(3O
2
)

가 체내 효소계, 환원대사, 화학약품, 공해물질, 그리고 광화학반

응 등의 각종 물리적화학적 요인 등에 의해 superoxide radical

(O
2
), hydroxyl radical (HO·), hydrogen peroxide (H

2
O

2
) 및 일중

항산소(1O
2
)와 같은 반응성이 매우 큰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로 전환되면 생체에 치명적인 산소-유도성 독성을

일으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3).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 90%가 ROS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련된 대표

적인 질환으로 암, 동맥 경화, 당뇨병, 그리고 심혈과 질환 등이

있다. 특히 신경세포는 구조적 특성상 불포화 지방산 및 구성 지

방산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산화적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ROS의 과다 생성은 신경세포 내 산

화적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DNA, RNA,

enzymes, protein oxidation 및 lipid oxidation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신경세포의 기능장애 및 세포막 유동성의 붕괴를 초래하여 necrosis

및 apoptosis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뇌졸중,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AD) 및 파스킨병(Par-

kinson’s disease; PD) 등과 같은 퇴행성 뇌신경질환(neurodegener-

ative disease)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이와 같은

생물학적 반응으로 생성된 free radical 등을 제거시켜 생체를 보

호하는 생리적 항산화 효소로는 superoxide dismutase (SOD), cat-

alase, glutathione-peroxide (GSH-px) 및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등이 있으며, 천연생물자원에 함유된 저분자 물질로서의

free radical scavenger 역할을 하는 phenolic 화합물은 tocopherol,

β-carotene, ascorbic acid 및 glutathione 등이 알려져 있다(6). 자연

에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제는 과채류 등에 다량 존재하며, 이러

한 소재로 인하여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7). 결국 생물학적인 안전성이 입증된 다양한 식품 자

원을 포함한 천연 생물자원으로부터 보다 안정적이고 생리적 효

과가 뛰어나 관련 질환 특히 퇴행성 뇌신경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천연 소재 발굴 및 산업화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4).

브로콜리(broccoli,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로서 ‘모란채’라고도 하며 꽃봉오리와 줄기를 식용으

로 하는 것으로 양배추의 일종이다(8). 브로콜리는 영양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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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요한 작물로 전세계적으로 재배 및 식용되고 있으며, 뛰어

난 항산화 작용을 가진 dithiolethione, isothiocyanate와 같은 orga-

nosulfuric compound, β-carotene, rutin, ascorbic acid, selenium,

quercetin, glutathione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관련 연구는 수용성 식이섬유에 의한 혈중 콜레스

테롤 감소와 암 예방 및 돌연변이 억제 등의 생리활성 효과, 브

로콜리의 항암성분인 sulforaphane의 함량 및 조리 가공에 따른

sulforaphane의 함량변화, 브로콜리 잎 즙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

질과 비타민 C의 함량 분석, 그리고 브로콜리의 항산화성과 항

균성 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다(9-11). 이러한 생리학적인 효능으

로 인해 브로콜리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브

로콜리에서 꽃봉오리 부위만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의

식용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잎과 줄기 부분은 70% 이상이 버려

지고 있는 실정이다(12,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 불가식부의 형태로 폐기되고

있는 브로콜리의 잎 부분을 활용하여 in vitro 항산화 활성과 H
2
O

2

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PC12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밝혀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수확된 브로콜리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잎 (품종: Grace)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으며, 30oC dry oven에서 건조시켜 분쇄한 후, 냉장보관(4oC)

하면서 사용하였다.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gallic acid,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acid) (ABTS), potas-

sium ferricyanide, trichloroacetic acid,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DA), H
2
O

2
, 3-(4,5-dimethylthiazol-2-yl)-2,5-diphe-

nyl tetra-zolium bromide (MTT) assay kit, 그리고 lactate dehy-

drogenase (LDH) assay kit은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제품을 구입하였다. 신경세포배양을 위해 필요

한 RPMI 1640 medium과 fetal bovine serum은 Gibco BRL Co.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penicillin, streptomy-

cin, sodium bicarbonate와 HEPES 및 나머지 시약은 Sigma-Ald-

rich Chemical Co.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사용된 용

매 및 시약은 모두 일급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브로콜리 잎 48 g에 95% ethanol 2.4 L을 첨가하여 환류 냉각

하에 2시간 동안 추출하였으며, 이 추출액을 No. 2 여과지(What-

man, Kent, UK)로 여과하여 진공농축기(N-N series, EYELA

Co.,Tokyo, Japan)로 농축하였다. 그 후 이 추출물을 극성 차이를

이용하여 분획하였다. 브로콜리 잎 ethanol 추출물에 n-hexane과

distilled water을 1:1 비율로 분액 깔때기에 넣고 n-hexane 층과

distilled water 층을 분획하였고, distilled water 층을 다시 chloro-

form과 1:1 비율로 분액 깔때기에 넣고 chloroform과 distilled

water 층을 분획하였다. 이 과정과 동일하게 ethyl acetate, butanol

을 distilled water 층과 분획을 실시한 후 농축하여 동결건조(IlShin

Lab Co., Ltd., Yangju, Korea)하였고, 그 후 −20oC에서 보관하면

서 각 실험에 사용하였다.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및 distilled water 분획물의 추출 수율(extraction yield)은

각각 3.81, 1.46, 0.45, 2.36 및 5.79%로 나타났다.

Total phenolic 화합물 함량

추출 시료 용액 1 mL에 3차 distilled water 9 mL를 혼합한 후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 1 mL를 넣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용액에 7% Na
2
CO

3
용액 10 mL를 넣어 다

시 혼합한 다음 3차 distilled water를 25 mL로 정용하였다. 이 혼

합 용액을 23oC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

(Libra S32PC, Biochrom Ltd., Cambridge, UK)를 측정하였다. 측

정된 흡광도는 gallic acid 검량선을 이용하여 총 페놀화합물 함

량을 계산하였다(14).

ABTS radical 소거활성 및 지질 과산화물(MDA) 생성 억제효과

1.0 mM AAPH (2,2'-azobis-(2-amidinopropane)HCl)와 2.5 mM

ABTS를 150 mM NaCl이 더해진 100 mM phosphate buffer (pH

7.4)와 함께 혼합하여 68oC water bath에서 30분 동안 열을 가하

고 실온에서 10분 동안 냉각하였다. ABTS radical 용액은 734 nm

에서 흡광도 값이 0.65±0.02이 나오도록 buffer로 희석시켜 사용

하였다. 시료용액 20 µL에 흡광도 값을 조정한 ABTS 용액 980

µL를 혼합하여 37oC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734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15).

뇌 조직을 이용한 지질 과산화 억제활성 측정은 Chang 등(16)

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4주령의 ICR-male mouse를 실

험동물 공급업체(Samtako, Osan, Korea)로부터 구입하여 7일간의

환경 적응 기간을 유지했다. 모든 실험동물은 2마리씩 한 개의

사육케이스에 넣어 항온(22±2oC), 항습(50-55%)을 일정하게 유지

하였고, 12시간 간격으로 낮과 밤을 교대시키는 동일한 환경에서

충분한 양의 식수와 사료를 공급하며 사육하였다(경상대학교 동

물실험인가번호 GNU-120831-M0037). 상기환경에서 4주간 사육

한 ICR mouse brain을 적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뇌 조직에

10 volume의 ice cold Tris-HCl buffer (20 mM, pH 7.4)에 균질

화시켜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 0.1 mL에 10 µM FeSO
4
 0.1 mL,

0.1 mM ascorbic acid 0.1 mL 및 시료 0.2 mL를 혼합하여 37oC에

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후 30% trichloroaceticacid 0.1 mL

와 1% thiobarbituric acid 0.3 mL를 첨가하여 80oC에서 20분간 가

열한 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신경세포 배양 및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 억제효과

본 실험에서 사용한 PC12 cell (KCLB 21721,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는 신경세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포로

rat의 pheochromocytoma에서 유도된 것을 사용하였다. PC12세포

를 25 mM HEPES, 25 mM sodium bicarbonate, 10% fetal bovine

serum, 50 units/mL penicillin 및 100 µg/mL steptomycin이 포함된

RPMI 1640배지에 접종하여 37oC, 5% CO
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PC12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량 측정을 위하여 DCF-

DA assay를 이용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 내 생성

된 ROS는 비형광성을 나타내는 DCF-DA (2'7'-dichlorodihydroflu-

orescein diacetate)를 산화시켜 형광물질인 DCF로 전환시키는데

이렇게 전환된 형광물질의 양을 측정하여 세포 내 형성된 ROS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실험 방법은 세포 105-106 cell/mL에 시료

20 µL를 48시간 동안 pre-incubation 하였다. 후에, 200 µM H
2
O

2

를 2시간 동안 처리하였고, 다음 250 µM DCF-DA를 넣어 50분

간 배양하여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 (Infinite 200, Tecan

Co., San Jose, CA, USA)를 사용하여 485 nm (determination)와

535 nm (reference)에서 fluorescence level을 측정하였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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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 생존율 및 세포막 손상 억제효과

PC12 세포에 대한 보호효과는 MTT assay kit를 이용하였다.

MTT reduction assay는 mitochondrial dehydrogenase에 의해 노란

색의 수용성 기질을 청자색을 띠는 비수용성의 MTT formazan으

로 환원시키는 mitochodrial activity를 이용하는 측정방법이다(18).

실험 방법은 시료 30 µL를 PC12 세포에 48시간 동안 pre-incuba-

tion한 뒤, 200 µM H
2
O

2
를 3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이 상태의

PC12 세포에 MTT stock solution (10 µL/well) 을 처리하여 37oC

에서 3시간 incubation 시킨 후, DMSO 100 µL를 첨가하여 반응

을 종결시켰다. 최종 흡광도는 microplate reader (model 680, Bio-

rad, Tokyo, Japan)에서 570 nm (determination)와 690 nm (refer-

ence wave)에서 측정하였다. Positive control은 vitamin C (200

µM)를 사용하였고, 세포 생존율은 control에 대한 % unit으로 나

타냈다(19).

시료의 세포막 손상 억제효과는 PC12 세포에 시료를 48시간

동안 pre-incubation한 후, 200 µM H
2
O

2
를 처리하여 3시간 배양한

다음, 5분간 원심분리(250×g)하여 100 µL의 상등액을 새로운 well

로 옮긴 뒤 LDH assay kit (Sigma-Aldrich Chemical Co.)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19).

HPLC analysis를 통한 생리활성물질 분석

위 실험에서 나타난 생리활성물질을 동정하기 위해 HPLC (Ultra

mate 3000 series, Dionex, CA, US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HPLC분석 전에 0.45 µm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분석조건

중 column은 C
18

 column (250×4.6 mm, 5.0 µm, ProtoSIL, BIS-

CHOFF Chromatography, Leonberg, Germany)을 사용하였고, 이동

상은 0.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3.0) (A)와 metha-

nol (B)의 조성비를 10-32% (0-9.5 min), 32-33% (9.5-13 min),

33-80% (13-30 min), 80-10% (30-31 min), 10% (31-36 min)으로

총 36분간 분석하였다. 시료의 주입량은 20 µL, 이동상 유속은

1.5 mL/min이며, UV 검출장치의 파장은 diode array detector

(DAD)로 280 nm에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여 mean±SD로 나타냈으며, 각 평

균값에 대한 검증은 SAS software (version 9.1,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실시하고, Ducan의 다중범위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각 시료간의 유의차를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Total phenolic 화합물 함량

고등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항산화 물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phenolic 화합물이다. Inorganic phenol은 독성이 강

한 물질이나 페놀분자의 환상구조에 치환기로서 수산기(-OH)가 더

해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독성이 저하되고 항산화 활성 및 라디

칼 소거 활성 등이 증가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10). 최적의 추

출용매를 결정하기 위해 95% ethanol을 이용하여 조 추출물을 제

조한 뒤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distilled

water 순으로 분획물을 얻어 total phenolics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95% ethanol 추출물이 51.75 mg GAE (Gallic Acid Equiva-

lents)/g of dried broccoli leaf, n-hexane 분획물이 48.7 mg GAE/g

of dried broccoli leaf, chloroform 분획물이 206.8 mg GAE/g of

dried broccoli leaf, ethyl acetate 분획물이 175.5 mg GAE/g of

dried broccoli leaf, butanol 111.8 mg GAE/g of dried broccoli

leaf, distilled water 20.5 mg GAE/g of dried broccoli leaf으로

chloroform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total phenolic 화합물 함량을 나

타내었다(Fig. 1). 이는 분획 전(95% ethanol 추출물)과 후를 비교

했을 때, chloroform 분획물에서 약 4배의 total phenolic 화합물

함량이 증가하였다.

Bidchol 등(5)은 브로콜리 ethanol 추출물의 total phenolic 화합

물 함량은 13.96 mg guaiacol/g으로, 높게 나타나는 항산화 실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은 total phenolic 화합물 함량을 나

타내었는데, 이는 non-phenolic 화합물에 의한 결과라고 보고하였

다. 이는 본 실험에서 95% ethanol 추출물에서는 낮은 total phe-

nolic 화합물 함량을 나타내었지만, 분획과정을 통하여 많은 non-

phenolic 화합물들은 n-hexane, distilled water 용매로 분획되어 졌

고, phenolic 화합물은 chloroform, ethyl acetate 용매로 분획되어

total phenolic 화합물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ABTS radical 소거활성 및 지질 과산화물(MDA) 생성 억제효과

ABTS assay는 수용성 및 지용성 물질의 항산화 측정에 모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ABTS radical이 시료의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

거되면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 점을 이용한 측정 방법

이다(22,23).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vitamin C는 활성산소의 포

착제로 hydroxyl radical (HO·)와 반응하여 명확하게 소거하며 그

효과는 강한 환원성에 의한 항산화 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positive

control로 많이 사용된다(10). 5가지 분획물을 이용하여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A)와 같다. 모든 분획물

은 농도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 chloroform 분획

물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브로콜리

잎 chloroform분획물 1,000 µg/mL농도에서는 positive control인

vitamin C 1,000 µg/mL농도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아 우수한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OS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브로콜리 잎 chloroform

분획물의 지질 과산화물(malondialdehyde, MDA) 생성 억제효과

를 분석하여 in vitro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였다. 신경세포막을 구

Fig. 1. Total phenolic compound contents of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and distilled water fractions

from 95% ethanol extract of broccoli leaves.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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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있는 지질성분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며, 세포막 손상 및 기타 단백질 손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뇌 세포막 지질

과산화 중간생성물인 MDA 생성 억제효과를 살펴보았다(Fig.

2(B)). ABTS radical 소거활성과 유사하게 모든 분획물에서 농도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5가지 분획물 중에서 chloroform

분획물과 butanol 분획물에서 높은 활성을 보였다. 하지만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catechin과 비교하였을 때 chloroform 분획물 500

µg/mL의 농도에서 보다 우수한 MDA 저해효과을 보였다.

Bidchol 등(5)의 ethanol에 침지추출한 브로콜리의 지질 과산화

물 생성 억제효과에 대한 IC
50

 값은 0.44 mg/mL로 나타났으며, 브

로콜리 꽃봉오리 추출물이 지질 막의 손상을 억제함으로써 지질

막 이중 층의 double bond로부터 수소원자의 방출을 억제하는

hydroxyl groups를 가지고 있는 특정 biomolecule들에서 기인된 것

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브로콜리 잎 chloroform 분획물의

phenolic 화합물들의 구조에 hydroxyl group을 내포하는 biomole-

cule들에 의하여 쥐의 뇌조직이 과산화 되는 것을 억제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 억제효과

퇴행성 신경질환은 대부분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뇌신경세

포의 사멸에 의해 발생되며, natural antioxidant인 flavonoid를 포

함한 polyphenols 등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 보호 효

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4). 상기의 in vitro 항산화

활성을 통해 우수한 활성을 보여준 chloroform 분획물을 이용하

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Chloroform 분획물에 의한 PC12 신경세

포에서의 H
2
O

2
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 억제 효과를 DCF-

DA assay로 측정한 결과는 Fig. 3와 같다 H
2
O

2
를 단독 처리한 군

에서는 132%로 control group에 대비하여 약 32%의 형광 강도

증가(pattern of oxidative stress)를 보인 반면, chloroform 분획물

을 처리한 구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산화적 손상에 대한 신경

세포(PC12 cell) 보호 효과를 보였다. 특히 농도 100 µg/mL에서

는 약 60%로 H
2
O

2 
대비 약 73% 정도의 ROS 감소율을 보여주

어 뛰어난 신경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 억제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urst 등(25)에 의하면 phenolic 화합물

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브로콜리 잎 chloroform 분

획물에 존재하는 phenolic 화합물들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 생

성 억제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세포 생존율 및 세포막 손상 억제효과

Chloroform 분획물의 H
2
O

2
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

서 PC12 신경세포의 생존율을 MTT assay로 측정한 결과는 Fig.

4(A)와 같다. H
2
O

2
를 처리한 처리구에서는 control group 대비

77%의 cell viability를 나타냈고, H
2
O

2
와 vitamin C를 동시에 처

리한 group에서는 106%로 약 29%의 신경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Chloroform 분획물을 처리한 group에서는 5-10 µg/mL 농도에서

positive control group과 대비하여 유의적인 생존율을 나타내었으

며, 20 µg/mL 농도 이상에서는 200 µM vitamin C와 유사한 신경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고, 그 이상의 처리구에서는 농도 의존적

으로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Kim 등(26)의

연구에서 신장 상피세포 LLC-PK
1 

cell에 radical generator인

AAPH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결과 브로콜리 꽃 봉오리, 줄

기 부위의 chloroform 분획물 농도 50 µg/mL에서 각각 64.6%,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 and

malondialdehyde (MDA) production inhibitory effect of various
fractions from broccoli leaves.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Fig. 3. Effect of chloroform fraction from broccoli leaves on ROS

production in presence and absence of H
2
O

2 
in PC12 cells.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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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 해 볼 때,

브로콜리의 부위별 세포생존율은 꽃 봉오리, 줄기 부위보다 잎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세포 생존율을 가지는 것을 유추

해 볼 수 있었다.

신경세포의 경우 전기적 신호전달이라는 고유 기능유지를 위

해 상대적으로 많은 lipid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는 산화적인 스

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특성이므로(27) H
2
O

2
로 유도된 신

경세포막 손상에 대한 브로콜리 잎 chloroform 분획물의 보호 효

과를 확인하였다. H
2
O

2
로 유도된 신경세포막 손상에 대한 브로

콜리 잎 chloroform 분획물의 세포막 손상 억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질 성분인 LDH assay를 수행한 결과는 Fig. 4(B)와 같

다. Control group의 LDH 방출량은 35% 정도인데 반해 H
2
O

2
 처

리한 시료에서는 52%의 방출량을 보여 H
2
O

2
에 의해 LDH 방출

량이 약 17% 정도 증가하였다. Positive control로 쓰인 vitamin C

200 µM 처리군은 35% 정도의 LDH 방출량을 보였고, 브로콜리

잎 chloroform 분획물의 경우 5-100 µg/mL의 농도로 처리했을 때

농도 의존적인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100 µg/mL 농도 처리구에

서는 positive control인 vitamin C 200 µM 처리구와 유사한 세포

막 손상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HPLC analysis를 통한 생리활성물질 분석

In vitro 항산화 활성과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유도하는 주요

생리활성물질로서의 phenolic 화합물 분석을 위한 HPLC analysis

결과는 Fig. 5와 같다. HPLC 분석결과, 19.730 min에서 확인된

peak는 브로콜리 잎 chloroform 분획물의 주요한 생리활성물질임

을 확인하였고, 이는 표준물질 ferulic acid의 retention time과 UV-

VIS spectrum을 비교 하였을 때 일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erulic acid (4-hydroxy-3-methoxycinnamic acid)는 식물에 풍부

하게 존재하는 물질로써, 암, 심혈관계질환, 당뇨, 알츠하이머병

등에 효과가 있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다(28). 또한 Kanski 등

(29)에 의하면 ferulic acid는 lipid oxidation의 산화적 수준의 감소

효과, AAPH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hippocampal neu-

ronal cells에서 신경세포 보호 효과 및 세포 내 ROS 생성 저해

효과 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들에 의하여 판단해

보았을 때, 브로콜리 잎 chloroform 분획물에서 확인된 주요

phenolic 화합물로써 ferulic acid 등에 의한 in vitro 항산화 활성

과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미량

존재 할 수 있는 다양한 phytochemical에 의한 부가적인 효과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관련 생리활성 성분 분석 및 in vivo

실험들에서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잎의 n-hexane, chloro-

Fig. 4. Neuronal cell-protective effect of chloroform fraction

from broccoli leaves on H
2
O

2
-induced cytotoxicity in PC12 cells

(A) and LDH release inhibitory effect of chloroform fraction

from broccoli leaves on H
2
O

2
-induced membrane damage in

PC12 cells (B).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Fig. 5. HPLC chromatograms of chloroform fraction from

broccoli leaves at 280 nm. Phenolic compounds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their retention time (RT) values to UV spectra of known
standards. All analyses were run in triplicate, and RT of ferulic acid
was 19.73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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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ethyl acetate, butanol 및 distilled water 분획물의 total phe-

nolic 화합물 함량은 chloroform 분획물이 206.8 mg GAE/g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ABTS radical 소거활성 및 지질 과산화

(MDA) 생성 억제효과 실험 결과에서 chloroform 분획물에서 가

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in vitro 항산화 실험들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 chloroform 분획물을 이용하여 H
2
O

2
으로 유도한 산

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세포(PC12 cell)에서의 산화적 스트레

스 생성 억제효과, 세포 생존율 그리고 세포막 손상 억제효과 역

시 농도 의존적 경향을 나타내며 positive control 로 사용된 Vit.C

와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HPLC 분석 결과 브

로콜리 잎 chloroform 분획물에 존재하는 주요 phenolic 화합물은

feulic acid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생

리활성 물질로서의 ferulic acid 등을 함유한 브로콜리 잎 chloro-

form 분획물은 in vitro 항산화 활성과 함께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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