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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산삼배양근농축액의 산화방지 효과 및 과산화수소로 유발된

PC12 세포독성 보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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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neurodegenerative diseases are known to be influenced by oxidative stress. We investigated the anti-
oxidative activity of the concentrate of fermented wild ginseng root culture (HLJG0701) containing ginsenosides Rg5 and
Rk1. HLJG0701 showed effectiv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IC

50
: 16- and 4-fold dilution, respectively)

and was inhibited dose-dependently by the FeSO
4
-induced lipid peroxidation group (8- and 4-fold dilution: 2.3 and 1.5 nM,

respectively). In MTT and LDH assays, 8-, 16-, 32- and 64-fold diluted HLJG0701 significantly increased cell viability
by 70, 53, 35, and 26%, respectively. LDH released by HLJG0701 was reduced 1.3-fold with 8-fold diluted HLJG0701
compared to the H

2
O

2
-treated control. In addition, the inhibitory effect of HLJG0701 on oxidative stress in PC12 cells was

confirmed by DCF-DA analysis (16-, 4-fold diluted HLJG0701: 50 and 68% ROS inhibition, respectively), TBARS (16-
and 4-fold diluted HLJG0701: 50.7 and 46.5% inhibition, respectively), GPx (16- and 4-fold diluted HLJG0701: 133.3 and
227.3% release, respectively), and SOD analysis (16- and 4-fold diluted HLJG0701: 118.2 and 218.2% release,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HLJG0701 protects neuronal cells by its anti-oxidative effects and hence can be
a potential preventive material against neurodegenerativ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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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은 물질대사와 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산소를 이용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dersen, 2004; Barnham 등, 2004). 이러한 활성산소는 초과산

화물 제거효소(superoxide dismutase, SOD), 글루타싸이온 과산화

효소(GPx)와 카탈레이스(CAT) 등과 같은 산화방지 효소에 의해

제거된다(Kim 등, 2004). 그러나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하거나 산

화방지 효소의 작용이 감소하는 등의 불균형으로 산화스트레스

가 발생하게 된다.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ROS로는 과

산화수소(H2O2), 초과산화물 음이온(O2

−), 하이드록실 라디칼(·OH)

등이 있으며 이들은 직접적인 세포 손상뿐만 아니라 세포 기능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동맥경화, 만성염증, 당뇨병, 심장의 허혈

재관류 손상과 악성 종양에 이르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Lim

과 Kim, 2007).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질환 중 90%가 산

화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Andersen, 2004; Barn-

ham 등, 2004). 뇌는 산소이용률이 높고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산화스트레스에 가장 약한 신체 조직 중 하나로 알려져 있

다(Heo 등, 2004). 더욱이 뇌는 산화방지 효소가 적게 분포하고

있으며 뇌 세포가 산화적 손상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포 재생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임상적 의미가 매우 크다(Bidchol 등,

2011). 이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킨슨, 알츠하이머, 뇌졸중 등

다양한 퇴행성 신경질환이 산화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Andersen,

2004; Barnham 등, 2004). 특히 인간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퇴행

성 신경질환의 유발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Andersen, 2004). 퇴행성 신경질환의 치료 방법으

로는 세포이식 또는 외과수술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부

작용과 수술에 따른 위험 요인이 있어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

다(Jeong 등, 2010a). 따라서 최근에는 산화방지에 초점을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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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자연 소재

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삼(Panax ginseng)은 드룹나뭇과(Araliaceae)에 속하는 식물로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항암, 면역력 증가,

산화스트레스, 혈당, 염증, 혈압 등 매우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2010). 산삼은 그 구성성분이

인삼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염 및 위궤양에 유효하

고 산화방지 작용이 있는 진세노사이드 Rb1, 콩팥기능상실 치료

효과와 신경계의 보호작용으로 보고된 Rd 등 Rc, Rf, Rg1, Rh1,

Rg3의 함량이 인삼보다 높다(Jeong 등, 2010b). 또한 급성백혈병

세포시험에서 apoptotic body를 형성하는데 인삼보다 효과가 크

며, 동물모델에서 고혈당과 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Ahn 등, 2007). 그러나 자연에서 자생하는 산삼은 매우 희귀

할 뿐만 아니라 높은 가격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Han 등, 2008).

따라서 그 대안으로 산삼에서 분리한 조직을 인공적으로 배양

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HLJG0701는 산삼배양근을 발효한 후 농축하여

제조한 것으로 Rg5와 Rk1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을 고농도로 함

유하고 있어 퇴행성 신경질환에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세노사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많은 추출물들의 산화방지

효과는 많은 동물실험과 세포실험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Lee

등, 2004; Park 등, 2012; Ramesh 등, 2012). 이러한 효과는 주로

진세노사이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Rg3, Rb1, Rh2, Rb2

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많은 진세노사이드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 본 시험에서 사용한 HLJG0701는 진세노사이드 Rg5와

Rk1의 함량이 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Han 등, 2018) 이

는 제조 과정의 고온 고압처리와 열풍건조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열처리 과정에서 Rg5와 Rk1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결과

가 보고된 바 있다(Hwang 등, 2014; Lee 등, 2009a). Rg5와 Rk1

는 혈소판응집저해(Lee 등, 2009b), 항암(Keum 등, 2000), 항염증

(Ahn 등, 2016), 항비만(Simu 등, 2017), 미백기능(Jin 등, 2018)

등의 효능이 보고된 바 있으나 다른 진세노사이드와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g5와 Rk1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는

발효산삼배양근 농축액(HLJG0701)의 산화방지 활성을 확인하고

자 쥐의 크롬친화성세포종(pheochromocytoma)에서 분리된 신경세

포주인 PC12세포에 HLJG0701를 처리한 후 과산화수소를 사용

하여 산화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ABTS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메탄올, 페록소이황화포타슘

(K2S2O8), 바이타민 E (Vit E), 아스코브산, 황산철(II) (FeSO4), 트

라이클로로아세트산(TCA), 트라이바비투르산(TBA), 3(4,5-dimeth-

ylthiazol-2yl)2,5-diphenyl-2H-tetrazolium bromide (MTT), 과산화수

소(H
2
O

2
), 젖산수소제거효소(LDH) 활성 키트, 2',7'-dichlorofluores-

cin-diacetate (DCF-DA)는 모두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발효산삼배양근 농축액의 제조

자연산 산삼은 2012년 대한민국 강원도 양구군에서 채집한 것

으로 무게는 25 g, 심령은 약 35년이며, 한국심마니협회에서 자연

산 산삼으로 인증받은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채집된 산삼의 뿌

리 부분을 배양하였으며, 50-60oC에서 46-50시간 열풍건조하여 수

분의 함량을 5% 이하 수준으로 맞추었다. 그 후 감압농축을 실

시하여 60oBx 농축액을 제조하였다. 정제수를 농축액의 12배(w/

w)로 투입 후 젖산 세균으로 발효하였다. 발효가 완료된 후 실

활·농축하여 HLJG0701를 제조하였다. 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5와 Rk1의 농도는 HPLC (Waters, Milford, MA, USA)를 사용

하여 분석한 결과 21.4, 12.3 mg/g으로 확인되었다(Han 등, 2018).

HLJG0701은 (주)화진바이오코스메틱에서 제공받아 시험에 사용

하였다.

자유 라디칼 제거 활성 측정

HLJG0701의 산화방지능을 검증하기 위해 DPPH 라디칼 제거

활성, ABTS 라디칼 제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제

거 활성은 메탄올을 사용하여 여러 농도(1, 2, 4, 8, 16, 32, 62배

희석액)의 HLJG0701 10 µL와 0.2 mM DPPH 190 µL를 혼합한

후 실온, 차광 상태에서 30분간 반응시켜 ELISA 판독기(Spectra-

max Plus 384, Molecular Devices, USA)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Kim 등, 2010).

ABTS 라디칼 제거 활성은 7 mM ABTS 10 mL와 140 mM

K
2
S

2
O

8
 176 µL를 혼합한 후 암실에서 16시간 반응시켜 조제된

ABTS 저장용액을 제조한 후, 무수에탄올과 혼합하여 제조된

ABTS 사용 용액(734 nm에서의 흡광도 0.7)을 제조하여 사용하였

다. ABTS 사용용액과 여러 농도(1, 2, 4, 8, 16, 32, 62배 희석액)

의 HLJG0701를 0.2:9.8로 혼합한 후 2.5분간 반응시켰다. ELISA

판독기를 사용하여 734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25 µg/

mL의 바이타민 E를 양성대조물질로 사용하였다(Kim 등, 2010).

DPPH 라디칼 제거 활성과 ABTS 라디칼 제거 활성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 scavenging=(control absorbance−sample absorbance)/

 control absorbance×100

말론다이알데하이드(MDA) 생성 억제효과 측정

샘타코바이오코리아(Osan, Korea)에서 구입한 7주령, 수컷 SD

쥐 3마리에서 적출한 뇌조직을 사용하였으며, 실험동물은 온도

23±2oC, 상대습도 55±10%, 환기횟수 12회/시간, 조명주기 12시간

(08:00-20:00), 조도 150-300 룩스로 조절되는 호서대학교 안전성

평가센터에서 1주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친 후 건강한 동물만을 선

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x vivo 연구는 호서대학교 윤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실시되었다(승인번호: HTRCI-

ACUC-2016-50). 쥐를 이산화탄소 가스를 사용하여 안락사시킨

후 뇌조직을 적출하였다. 적출된 뇌 조직은 얼음으로 냉각한 트

리스-염산 완충용액(pH 7.4)를 사용하여 균질화한 후 원심 분리

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100 µL의 상층액에 20 µM 황산철(II)과 0.1

mM 아스코브산을 동량 첨가하였다. 여기에 여러 농도(1, 2, 4, 8,

16, 32, 62배 희석액)의 HLJG0701 200 µL를 처리하고 37oC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30% TCA 0.1 mL와 1% TBA 0.3

mL를 첨가한 후 121oC에서 20분 동안 가열한 후 ELISA 판독기

를 사용하여 532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물질로

는 25 µg/mL의 바이타민 E를 사용하였다.

세포주 배양

PC12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21721, Seoul, Korea)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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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PC12 세포는 신경세포의 특성을 나

타내는 세포로 쥐의 크롬친화성세포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분양

기관의 배양 조건에 따라 10% FBS과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10,000 U/mL, 10,000 µg/mL)을 넣은 Dulbecco’s Minimum

Essential Medium (DMEM)에 접종하여 37oC, 5% 이산화탄소,

95% 공기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유발시키

기 위하여 200 µM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및/과 세포막 손상도 측정

세포생존율은 MTT 분석법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96-well

culture plate에 PC12 세포를 5×103 cells/well로 seeding한 후 24시

간 동안 전배양하였다. 여러 농도(1, 2, 4, 8, 16, 32, 62배 희석

액)의 HLJG0701를 세포에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200 µM 과산화수소를 첨가하고 3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25

µL의 MTT 용액(5 mg/mL)을 세포에 처리한 후 4시간 동안 37oC

에서 반응시켰으며 DMSO 100 µL를 처리하여 반응을 종결시켰

다. 생성된 포마잔은 ELISA 판독기를 사용하여 560 nm에서의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막의 손상 정도는 LDH 활성 분석을 통

하여 확인하였다. PC12 세포에 HLJG0701을 처리하여 24시간 동

안 전배양한 후 200 µM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였다. 처리 후 배양

액의 상층액을 취한 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수득 후, LDH

활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양성대조물질로는 25 µg/mL 바이타민

E를 사용하였다.

DCF-DA 분석을 이용한 산화스트레스 측정

세포 내 산화스트레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DCF-DA

분석을 실시하였다. PC12 세포를 5×105 cells/well로 seeding한 후

여러 농도(1, 2, 4, 8, 16, 32, 62배 희석액)의 HLJG0701를 처리

하고 24시간 동안 전배양 하였다. 그 후 200 µM H2O2를 4시간

동안 처리하고 20 µM DCF-DA를 5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모든 상층액을 제거한 후 인산완충 식염수 0.1 mL로 재 용해시

켜 형광광도계(Glomax multi, Promega, Madison, WI, USA)를 사

용하여 들뜸 485 nm, 방출 535 nm에서 형광수준을 측정하였다.

양성대조물질로는 25 µg/mL 바이타민 E를 사용하였다. 결과값은

1-4시간 과산화수소 처리 후 형광 수준을 측정하여 각 군별 AUC

(area under curve) 값으로 비교하였다.

산화방지 효소와 지방질 과산화물 측정

5×105 cells/well로 seeding된 PC12 세포에 여러 농도(1, 2, 4, 8,

16, 32, 62배 희석액)의 HLJG0701를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200 µM 과산화수소를
 
처리하였다. 3시간 동안 200 µM 과산화수

소
 
3시간 처리 후 배지를 제거하고 cold-PBS를 사용하여 3회 세

척한 후 균질화하였다. 균질액은 Bradford법에 따라 단백질을 정

량하였으며, 이후 분석에 사용되기 전까지 −70oC 냉동고에 보관

하였다. 산화방지 효소로는 SOD와 GPx를 측정하였으며 산화적

손상 지표로 알려져 있는 TBARS를 측정하였다. 각 측정은 SOD

활성 분석 키트(ab65354, Abcam, Cambridge, MA, USA), GPx

분석 키트(ab102530, Abcam), TBARS assay kit (MBS9364463,

MyBioSource,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분석 및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각 군별 유의

수준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Tukey’s HSD post

hoc test를 실시하여 95% 유의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In vitro와 ex vivo에서의 산화방지능 확인

DPPH 제거 작용은 광범위하게 쓰이는 간단한 산화방지 물질

검색법으로 특히 페놀과 방향족 아민류 등의 산화방지 활성 측

정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며, ABTS 제거 작용은 ABTS와 과황

산포타슘을 암실에서 반응시키면 ABTS 양이온이 발생하는데 이

양이온이 산화방지 물질과 반응하면 소실되는 특징을 이용한 시

험법이다(Kim 등, 2010). DPPH법은 시험방법은 비교적 간편한

시험법이지만 빛, pH, 온도 등에 민감한 반면 ABTS법은 pH 변

화에 민감하지 않아 DPPH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ABTS법은 지용성과 수용성 물질의 제거능을 모두 측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Kim과 Kang, 2010).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HLJG0701의 산화방지능을 검증하기 위

해 DPPH 분석과 ABTS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HLJG0701는 원액

또는 2-64배로 희석된 상태로 시험에 적용하였다. DPPH 라디칼

제거능 측정 결과에서는 IC50이 16배 희석액으로 확인되었으며

(Fig. 1A), ABTS 희석액에서는 4배 희석액으로 확인되었다(Fig.

1B). DPPH 라디칼 제거능과 ABTS 라디칼 제거능 측정 결과, 각

각 HLJG0701 16배, 4배 희석액에서 IC50에 도달함을 확인하였다

(Fig. 1A, 1B). 또한, HLJG0701의 지방질 과산화물 생성 억제 활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ex vivo 시험을 실시하였다. 뇌는 산소 요

구량이 높아 자유라디칼 생성량이 많으며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화적 손상에 취약한 장기로 알려져 있

다(Yobimoto 등, 2000). 지방질의 산화적 손상은 세포막 손상, 기

타 단백질과 DNA의 손상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치

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각종 병의 발생원이 된다고 알려져 있

다(Butterfield 등, 2006; Polidori 등, 2004; Shutenko 등, 1999).

지방질 과산화물 생성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 8배 희석액의

HLJG0701에서 2.3 nM, 4배 희석액의 HLJG0701에서 1.5 nM의 지

방질 과산화물이 발생하여 황산철(II) 처리된 군(3.2 nM)에 비해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하였다(Fig. 1C). 이는 HLJG0701이 뇌

내 지질의 산화를 억제하여 산화적 손상 유도를 억제할 수 있음

을 나타내며, 뇌의 세포막 손상, DNA 손상 등을 막아 치매, 알츠

하이머, 파킨슨 등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뇌세포 사멸을 효과적

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HLJG0701의 PC12 세포 보호 효과

산화 반응의 부산물인 과산화수소는 세포 내 산화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자유라디칼의 내인성 원료 역할을 하는데(Halliwell, 1992)

이러한 역할은 외인성 과산화수소도 유사하여 산화스트레스를 증

가시켜 세포 자살(apoptosis)나 괴사(necrosis)를 일으키게 된다

(Maroto와 Perez-Polo, 1997). 따라서, 산화적 손상에 대한 뇌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TT와 LDH 분석을 사용하였다.

MTT 분석은 대표적인 세포생존율 측정방법으로써 살아있는 세

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소제거효소에 의해 MTT가 포마잔으로

전환되는 양을 측정함으로써 살아있는 세포의 양을 측정할 수 있

으며, LDH 분석은 괴사 발생 시 LDH가 세포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괴사의 바이오마커로 사용한다. MTT 분석을 활용한 세

포 생존율 측정 결과, 세포 생존율은 과산화수소 처리로 인해

29.8%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8, 16, 32, 64배 희석액의

HLJG0701를 처리한 경우 70, 53, 35, 26%의 세포 생존율이 증

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원액을 처리한 경우에서는 85.1%까지

증가하였다(Fig. 2A). LDH 방출 측정 결과, 과산화수소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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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i-oxidant capacity of HLJG0701 in in vitro and ex vivo assay. DPPH radical (A) and ABTS radical (B) scavenging effect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HLJG0701 in in vitro. Inhibition effect of HLJG0701 on FeSO

4
-induced lipid peroxidation in rat brain (C). Results

shown are mean±SD (n=3). HG: HLJG07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FeSO4 (*)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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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배까지 증가한 LDH 활성은 8배 희석액의 HLJG0701 처리 시

1.3배 수준까지 감소하였다(Fig. 2B). 이는 HLJG0701이 산화적

손상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며, 특히 괴사 유도를 억제함으로써 뇌

세포 사멸 억제 효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PC12세포에서 HLJG0701의 ROS억제 효과

세포 수준에서 HLJG0701의 산화방지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DCF-DA 분석을 실시하였다. DCF-DA는 형광을 나타내지 않지

만 산화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ROS에 의해 DCF로 변환되면서

형광을 나타내게 된다. 이때 형광의 양을 정량 함으로서 세포 내

ROS 양을 확인할 수 있다(Kobashigawa 등, 2014). PC12 세포에

HLJG0701 (4, 16, 64배 희석액)를 전처리 한 후 200 µM 과산화

수소를 처리하여 산화스트레스를 유발시킨 후 1시간 간격으로 4

시간까지 발생된 ROS 양을 확인하였으며(Fig. 3A) AUC값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였다(Fig. 3B). 그 결과 과산화수소 처리군에서 대

조구와 비교하여 약 40배의 ROS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반

면 64배, 16배와 4배 희석한 HLJG0701를 처리한 결과 16배 희

석액을 처리한 경우에 과산화수소 처리군과 비교 시 약 50%의

ROS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4배 희석액 처리 시 약 68%의

ROS 감소를 나타냈다. 바이타민 E 처리군에서는 약 71%의 감소

를 나타내어 HLJG0701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HLJG0701이 세포에 처리된 산화 라디칼에 의한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증가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뇌세포 사멸을 억제함을

나타낸다.

PC12세포에서 HLJG0701가 산화방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산화스트레스를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은 SOD와 GPx 같은 산

화방지 효소들이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과산화물 음이온

은 SOD에 의해 과산화수소로 전환되며 과산화수소는 글루타싸

이온 과산화효소(GPx)에 의해 물로 전환되면서 독성이 제거된다.

Fig. 2. Measurement of cell viability and LDH release. Protective effect of HLJG0701 on cytotoxicity of PC12 cells induced by H
2
O

2
.

Cytotoxicity was measured by MTT (A) and LDH assay (B). Results shown are mean±SD (n=3). HG: HLJG07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H2O2 (*)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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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산화스트레스를 산화방지 효소들이 다 처리하지 못하

면 산화 손상이 발생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질 과산화

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적인 산화적 손상지표가 TBARS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LJG0701처리 후 과산화수소를 처

리하였을 때 발생하는 TBARS의 양과 이를 해독하는 대표적인

산화방지 효소인 SOD와 GPx의 활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

과 과산화수소
 
처리로 TBARS는 4.4배 증가하였으며(Fig. 4A),

GPx 는 73.6%, SOD는 64.5% 감소하여 산화스트레스로 인하여

산화방지 효소가 고갈되고 지방질 과산화가 증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4B, 4C). 반면, HLJG0701을 처리한 경우에는

TBARS는 16배 희석액 처리군에서 50.7%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GPx와 SOD에서는 4배 희석액 처리군에서 227.3, 218.2% 증가를

나타내었다(p<0.05). 따라서, HLJG0701은 세포 내 발생된 산화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해 SOD와 GPx 방출을 증가시키고 지방

질 과산화물의 발생에 의한 산화 손상을 TBARS 방출을 억제함

으로써 뇌세포 사멸 보호 효과를 가짐을 입증하였다. TBARS 방

출과 GPx, SOD 방출 차이는 세포 내 산화 라디칼의 발생이 지

방질 과산화물의 발생 요인뿐 아니라 세포막 파괴, DNA 기능 장

애, 신진대사 방해 등 다양한 작용을 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요 약

대부분의 신경퇴행성질환은 산화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세노사이드 Rg5와 Rk1을 함유하고 있는

발효산삼배양근 농축액인 HLJG0701의 산화방지 효능을 확인하

였다. 그 결과, HLJG0701는 효과적인 DPPH와 ABTS 라디칼제

Fig. 3. DCF-DA assay on H2O2 treated with HLJG 0701 in PC12 cells. Protective effect of HLJG 0701 on H2O2-induce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 PC12 cells. ROS was measured by DCF-DA assay (A) and calculated area under curve (AUC) (B). Results shown are mean±
SD (n=3). HG: HLJG07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H

2
O

2
 (*)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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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ment of TBARS, SOD and GPx on H
2
O

2
 treated with HLJG 0701 in PC12 cell. Anti-oxidative effect of HLJG 0701 on

H
2
O

2
-induce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 PC12 cells. TBARS (A) as a marker of oxidative damage and SOD (B) and GPx (C) as a

representative antioxidant enzymes were measured. Results shown are mean±SD (n=3). HG: HLJG07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H

2
O

2
 (*)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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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능을 나타냈으며(IC50: 16배, 4배 희석액), 황산철(II) 유도군의

지방질 과산화물 발생 비교 시, 용량의존적으로 억제됨을 확인하

였다(8배 희석액: 2.3 nM, 4배 희석액: 1.5 nM). HLJG0701의 세

포 보호 효과를 MTT, LDH 분석으로 평가한 결과, 8, 16, 32, 64

배 희석액의 HLJG0701를 처리한 경우 70, 53, 35, 26%의 세포

생존율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LDH 방출 측정 결과, H2O2로 인

해 3.6배까지 증가한 LDH 활성은 8배 희석액의 HLJG0701 처리

시 1.3배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HLJG0701가 PC12세포에 발

생한 산화스트레스 DCF-DA 분석(16배 희석액: 50% ROS 억제,

4배 희석액: 68% ROS 억제), TBARS (16배 희석액: 50.7% 감소,

4배 희석액: 46.5% 감소), GPx (16배 희석액: 133.3% 증가, 4배

희석액: 227.3% 증가), 그리고 SOD (16배 희석액: 118.2% 증가,

4배 희석액: 218.2% 증가)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위 결과는

HLJG0701가 산화방지 효능을 매개로 신경세포를 보호함으로써

신경퇴행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후보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임상시험 등 다양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

은 상태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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