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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초피와 산초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 고당으로 유도된

뇌신경세포 독성에 대한 추출물의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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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in vitro investigation of antioxidant and anti-diabetic activities, along with
neuroprotection against high glucose-induced cytotoxicity, in order to evaluate the physiological effects of Zanthoxylum
piperitum and Zanthoxylum schinifolium. The highest total phenolic content was measured in the 40% ethanolic extracts
of Zanthoxylum piperitum (EZP) and Zanthoxylum schinifolium (EZS). The in vitro EZP antioxidant activity showed a
relatively higher ABTS/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malondialdehyde inhibitory effect than that of EZS. The
EZP inhibited carbohydrate hydrolysis (α-glucosidase and α-amylase) more efficiently than EZS in anti-diabetic tests.
However, EZS showed a more efficient inhibition of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formation than EZP. In addition,
both EZP and EZS effectively protected human-derived neuronal cells from high glucose-induced cytotoxicity. Finally, the
physiological compounds were analyzed using UPLC IMS-QTOF/MSE, and the main EZP (quercetin-3-O-glucoside and 3-
caffeoylquinic acid) and EZS (5-caffeoylquinic acid) compounds were identified as phenol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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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및 스

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비만, 당

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이환율과 그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Lee 등, 2008). 특히 당뇨병은 최근에 암, 순환기계

질환과 더불어 3대 질환의 하나로 지목되어 예방 및 관리가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Park 등, 2007). 당뇨병은 만성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는 대사성질환 중 하나로, 당뇨로 인해 장기간 고혈

당에 노출될 시 죽상 동맥 경화증, 고혈압, 신경계 및 안구 손상

등의 합병증을 초래한다. 이러한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 일반적으

로 경구혈당강하제인 acarbose나 voglibose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장에서 α-glucosidase와 같은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

여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고, 식후과다혈증을 줄여 혈당을 조

절한다(Derosa와 Maffioli, 2012). 하지만 경구혈당강하제는 복용

할수록 심혈관에 무리를 주며, 구토나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초

래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Standl과 Schnell, 2012).

또한, 당뇨병 발병 시 단백질의 비효소적 당화, 포도당의 자가 산

화, 폴리올 경로 등 고혈당과 관련된 생화학적 경로들의 활성화

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되며,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을 초래한다(Cabello-Verrugio 등, 2016). 생

성된 ROS는 높은 화학적 반응성에 의해 세포 손상을 야기하며,

더 나아가 세포막 혹은 미토콘드리아 등의 미세구조 막을 공격

하여 물질이동이나 기능의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ritim 등, 2003). 생체는 정상적인 세포 대사 과정을 유지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하여 superoxide dis-

mutase (SOD), catalase (CAT), glutathione reductase 및 glu-

tathione peroxidase와 같은 효소들로 구성된 항산화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ROS와 직접적으로 반응하여 세포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ROS의 과다 생성이나 항

산화 방어 체계의 활성이 감소하는 경우 이들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동맥경화를 비롯한 각종 합병증에 대한 중요 병인으로

작용한다(Asmat 등, 2016). 특히 포도당을 주된 에너지 공급원으

로 이용하는 뇌 조직은 이를 따로 저장하는 능력이 없어 혈중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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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 농도에 민감하며, 따라서 당뇨병 발병 시 만성 고혈당증에

의해 뇌 조직 내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뇌신경세포 손상

및 사멸을 초래한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식

단 조절을 비롯한 혈당조절,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및 항산화 방

어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천연 소재의 다양

한 생리활성 물질이 도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ndete, 2013).

식품에 많이 함유된 vitamin 류, flavonoid 계 색소를 포함한

polyphenol 류 등의 생리활성 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직

손상을 방어한다는 보고가 있으며(Landete, 2013; Ishige 등, 2001),

따라서 생리활성 효과를 함유한 자연 유래 소재를 통해 건강기

능식품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초피(Zanthoxylum piperitum; Z. piperitum)와 산초(Zanthoxylum

schinifolium; Z. schinifolium)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널리 자생하는 운향과의 산초나무속에 속하는 낙

엽과목으로 오랜 기간 전통적인 향신료, 약용 및 제유용으로 이

용된 유용식물자원이다. 이들의 잎, 줄기, 뿌리, 열매 등 여러 부

위의 추출물에는 우수한 항산화 활성 및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Jang 등, 2007; Jang 등, 2006).

대표적인 생리 활성 성분으로 초피(Z. piperitum)에는 신미성분 중

하나인 sanshool-I,II가 함유되어 있어 항균효과(Kurita와 Koike,

1982)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초(Z. schinifolium)에는 불

포화 지방산의 과산화를 억제하는 quercetin-3-O-α-L-rhamnopyra-

noside 및 quercetin-3-O-β-D-galactopyranoside가 함유되어 있어 어

류가 갖는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지방 과산화 및 간 손상 억제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

다(Mun 등, 1994; Mun, 2000). 그밖에도 초피(Z. piperitum)와 산

초(Z. schinifolium)에 대한 효능은 항암, 항염증, 혈청 지질 강하

등이 보고되었다(Jang 등, 2007; Lim 등, 2003). 하지만 초피(Z.

piperitum)와 산초(Z. schinifolium)는 예부터 쓰임새 및 형태가 유

사하고 학명조차 혼동되어 사용되었기에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

으며,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에 대한 직접적인 상호 비교한 연구는 미비했다. 그러므로 본 연

구는 식품공전(식품원료목록)에 등재된 초피(Z. piperitum)와 산초

(Z. schinifolium)를 활용하여, 고당으로 유도된 뇌신경세포 독성에

대한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및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함

으로써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초피(Z. piperitum)는 2017년 7월에 재배된

것(Geochang, Korea)을 구입하였으며, 산초(Z. schinifolium)는 2017

년 7월에 재배된 것(Jinan,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은 동결건조기(Operon Co., Ltd., Gimpo, Korea)를 이용하여 건조

시킨 후 파쇄하여 −20oC에서 냉동 보관 후 사용하였다. 건조시

킨 시료 10 g에 0, 20, 40, 60, 80 및 95% 에탄올 500 mL을 첨

가하여 2시간 동안 환류 냉각 추출한 뒤, 진공 농축기(N-N series,

Eyela Co., Tokyo, Japan)를 통해 농축되었으며 동결건조기(Ilshin

Lab Co., Ltd., Yangju, Korea)를 통해 용매를 모두 제거한 후

−20oC에 냉동 보관하여 각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은 시료 1 mL에 3차 증류수 9 mL을 첨

가하고 폴린-시오칼토 페놀시약(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

1 mL을 혼합하여 상온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용액에 7%

sodium carbonate 10 mL을 넣어 혼합하고 3차 증류수를 이용해

25 mL을 정용시킨 뒤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반

응용액은 분광광도계(UV-1601,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

여 76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갈

산(gallic acid) 검량선을 이용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산출하였다.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용

액은 150 mM sodium chloride를 포함한 10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4)에 7 mM ABTS 시약과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한 뒤 70oC로 맞춰진 항온수조에 15분

동안 반응시킨 후 실온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켜 실험에 사용하

였다. 제조된 ABTS 용액은 734 nm 파장에서 흡광도 값이

0.700±0.020가 되도록 조절하였으며, 시료 20 μL에 조정을 끝낸

ABTS 용액 980 μL를 혼합하여 37o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뒤 분

광광도계(UV-1601, Shimadzu)를 이용하여 734 nm 파장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1,1-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80%

메탄올에 용해된 0.1 mM DPPH 용액의 흡광도를 517 nm 파장에

서 1.000±0.020가 되도록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50 μL에 제

조된 DPPH 용액 1.45 mL를 혼합하여 실온의 암실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뒤 분광광도계(UV-1601, Shimadzu)를 이용하여 517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효과 측정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효과는 마우스 뇌 조직을 이용하여 측

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 공급업체(Samtako Bio Korea

Co., Ltd., Osan, Korea)로부터 4주령의 수컷 ICR 마우스를 구입

하여 뇌를 적출하였다(경상대학교 동물실험 인가번호 GNU-120831-

M0067). 뇌 조직 무게 10배의 20 mM Tris-HCl buffer (pH 7.4)

를 첨가하여 균질화 시킨 뒤, 4oC에서 20분간 6,000×g의 조건으

로 원심분리하였으며, 얻어진 상등액을 시험에 사용하였다. 시료

0.2 mL에 뇌 조직 상등액 0.1 mL, 10 μM iron(II) sulfate 0.1 mL

및 0.1 mM ascorbic acid 0.1 mL을 혼합한 뒤, 37oC로 맞춰진 배

양기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반응용액에 30% 트리클

로로아세트산 0.1 mL과 50 mM sodium hydroxide가 포함된 1%

티오바비트루산 0.3 mL을 첨가하고, 80oC인 항온수조에서 20분

가열한 뒤, 상등액을 취하여 분광광도계(UV-1601, Shimadzu)를

이용하여 532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α-Amylase 및 α-glucosidase 억제 효과 측정

α-Amylase 억제 효과는 0.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9)에 시료 및 α-amylase를 혼합하여 37o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뒤, 1% starch를 첨가하여 10분간 추가반응 시켰다. 이후, 반응용

액에 3,5-dinitrosalicylic acid solution을 첨가하여 100oC의 항온수

조에서 5분간 발색시켰으며, 발색된 반응물에 3차 증류수를 가하

여 분광광도계(UV-1601, Shimadzu)를 이용하여 5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α-Glucosidase 억제 효과는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9)에 시료 및 0.5 unit/mL 농도의 α-glucosidase 효소액을 혼합하

여 37oC에서 10분간 배양한 후, 기질인 3 mM 4-nitrophenyl-α-D-

glucopyranoside를 가하여 37oC에서 5분간 반응시켜 측정하였다.

반응용액의 흡광도는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EPOCH2, BioTek

Instruments, Inc.,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405 nm 파장

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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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당화산물(AGEs) 생성 억제 효과 측정

최종당화산물(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생성 억제 효과

는 0.2 M phosphate buffer (pH 7.4)에 0.02% sodium azide 0.9

mL, 50 mg/mL 소 혈청 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BSA) 0.3

mL 및 1.25 M fructose 0.3 mL을 혼합하고 시료 0.1 mL을 첨가하

여 37oC에서 3일간 반응시켜 측정하였다. 이후, 반응용액은 96-

well black plate에 100 μL씩 분주되었으며, 형광광도계(Infinite

F200, Tecan Trading AG Ltd., Männedorf)를 이용하여 형광강도

(excitation: 370 nm, emission: 440 nm)를 측정하였다.

뇌신경세포 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뇌신경세포(MC-IXC)는 인간의 뇌 조직에서

유래된 것이며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as, VA,

USA)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MC-IXC 세포는 10% 소태아

혈청 및 1% 페니실린이 포함된 MEM 배지를 배양액으로 하여

37oC에서 5% CO
2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뇌신경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및 보호 효과 측정

고당에 의해 발생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DA) assay를 이용하였다. MC-

IXC 세포를 96-well plate에 각각 1×104 cells/well로 분주한 뒤 24

시간 동안 37oC, 5% CO
2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배양 후 시료를

처리하였으며, 30분 뒤에 50 mM의 고당(high glucose)을 처리하

여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50 μM DCF-DA 시약을 처리

하여 50분간 배양하고 형광광도계(Infinite F200, Tecan)를 이용하

여 형광강도(excitation: 485 nm, emission: 535 nm)를 측정하였다.

형광강도를 이용하여 산화적 스트레스의 생성 정도를 대조군 대

비 %로 나타내었다.

뇌신경세포의 생존율은 3-(4,5-dimethyl-thiazol-2-yl)-2,5-diphe-

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MC-

IXC 세포를 96-well plate에 각각 1×104 cells/well로 분주한 뒤 24

시간 동안 배양하여 부착시켰다. 이후, DCF-DA 실험과 같은 방

법으로 시료와 고당(high glucose)을 처리한 뒤 24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마지막으로 10 μM MTT 시약을 처리하여 미토콘드리아

에 의해 결정(formazan)을 형성하게 하였고, 3시간 뒤 DMSO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켜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EPOCH2,

BioTek Instruments)를 이용하여 흡광도(determination wave: 570

nm, reference wave: 655 nm)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대조

군 대비 %로 나타내었다.

생리활성 물질 분석

초피 및 산초 40% 에탄올 추출물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을 동

정하기 위해 UPLC IMS-QTOF/MSE (Waters Corporation, M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시료는 메탄올에 용해한 후 0.45

μm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컬럼은 C
18

 column (100×2.1

mm, 3.5 μm, Agilent, Santa Clara, CA, USA)을 사용하였으며, 이

동상 용매로는 0.1% formic acid가 혼합된 3차 증류수(A)와 ace-

tonitrile(B)을 사용하였고, B 용매의 비율 조건은 다음과 같다:

40% 0-1분, 40-60% 1-16분, 60-100% 16-21분, 100% 21-23분,

100-1% 23-23.2분, 1% 23.2-25분으로 총 25분간 분석하였다. 이

온화 방법으로는 전자분무방법(electrospray ionization, ESI)의 음

이온 모드를 사용하여 다음 조건으로 수행되었다: 시료 온도,

100oC; desolvation line 온도, 400oC; 램프 충돌 에너지. 10-30 v;

모세관 전압, 2.5 kV. 검출된 페놀 화합물은 50-1500 m/z 범위 내

에서 전체적으로 분석되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mean±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으

며, 각 평균값에 대한 검증은 SAS software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

ance, ANOVA)을 실시하였고, Ducan의 다중범위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각 시료 간의 유의차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함량

식물계에 널리 분포된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물의 2차 대사산

물인 페놀류와 플라보노이드류 등을 포함하며, 수산기(-OH)에 의

해 여러 화합물과 쉽게 결합하여 항산화, 항암, 항균 및 항당뇨

활성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등, 2005; Kim 등, 2001). 또한, 생체 내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 및 전파 억제에 관여하여 electrophiles 및 자

유 라디칼 소거 효과를 통해 노화방지에 대한 효능도 보고되었

다(Song 등, 2015). 따라서 총 폴리페놀 함량의 측정은 자유 라

디칼 소거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토종 향신료 중 하나인 초피(Z.

piperitum)와 산초(Z. schinifolium)의 0, 20, 40, 60, 80, 95% 에탄

올 추출물에 대한 총 폴리페놀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먼저 초피는 각각 121.67, 153.42, 173.75, 126.50, 106.58

및 83.92 mg GAE/g으로 나타났으며, 산초는 각각 71.75, 94.58,

120.50, 106.42, 103.25 및 97.83 mg GAE/g으로 두 향신료 모두

40%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의적으로 우수한 폴리페놀 함량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각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별 결과에 따라 가장

우수한 총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낸 초피 추출물(초피 40% 에탄

올 추출물; EZP) 및 산초 추출물(산초 40% 에탄올 추출물; EZS)

이 갖는 in vitro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라디칼 소거 활성

생체 내에 생성된 자유 라디칼은 높은 화학적 반응성에 의해

세포 손상 및 기능 장애를 유발하여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rosa와 Maffioli, 2012). 따라서 자유 라

디칼에 대한 시료의 소거 활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ABTS

Fig. 1. Total phenolic contents (TPC) of ethanol extracts of

Zanthoxylum piperitum and Zanthoxylum schinifolium. Results
shown are mean±SD (n=3).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which are considered statistically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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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방법을 활용하였다. ABTS의

경우 과황산칼륨과 ABTS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성된 청록색의

양이온 라디칼이 시료에 포함된 지용성 및 수용성 항산화 물질

과 반응하게 되면서 무색으로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측정법이

며, DPPH는 다른 자유 라디칼과 결합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한

복합체가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면서 라디칼이 소거되어 고유의

짙은 자색을 잃는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다(Dudonne 등, 2009).

초피 추출물(EZP)과 산초 추출물(EZS)의 ABTS 및 DPPH 라

디칼 소거 활성을 확인해본 결과는 Fig. 2와 같이 나타났으며, 두

향신료 모두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BTS 및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ABTS 실험에서 초피 추

출물(EZP)와 산초 추출물(EZS)의 IC
50

 값을 비교한 결과 각각

261.66 및 387.30 μg/mL로 초피 추출물(EZP)이 상대적으로 우수

한 라디칼 소거 활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인

vitamin C의 IC
50

 값은 120.85 μg/mL를 나타내었다(Fig. 2A).

DPPH의 경우 초피 추출물(EZP)의 IC
50

 값은 602.76 μg/mL로 나

타났으며, 산초 추출물(EZS)는 50% 이상의 저해 효과(라디칼 소

거 활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IC
50

 값을 측정할 수 없

었다(Fig. 2B).

초피 추출물(EZP)과 산초 추출물(EZS)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에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보다 높은 소거 활성을 나타내

었는데, 이는 DPPH 방법 대비 ABTS 방법이 지용성 및 수용성

모두를 측정할 수 있는 반응 원리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

다(Dudonne 등, 2009). 또한, 산초 추출물(EZS)의 항산화 활성은

초피 추출물(EZP)과 비교 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에서 양성대조군인 vitamin C와 동일 농도에서

유의적인 활성을 나타낸 것을 보았을 때 결코 낮은 항산화 활성

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Oh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산초나

무 열매의 5가지 용매 추출물(물, 100% 에탄올(EtOH), 100% 메

탄올(MeOH), 70% EtOH, 70% MeOH)을 이용하여 총 페놀성 화

합물 함량, 하이드록시 라디칼 및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

하였을 때, 가장 높은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나타낸 물 추출물에

서 우수한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un

등(1997)은 산초나무 종자에 함유된 대표적인 페놀성 화합물인

quercitrin과 hyperoside의 라디칼 소거 활성은 양성대조군으로 사

용된 vitamin C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참고하여 볼 때, 초피 추출물(EZP)과 산초 추출물(EZS)이 나타내

는 우수한 항산화 활성은 이들이 함유하는 페놀성 화합물에 의

하여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효과

뇌 조직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대체로 ROS

에 대해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가지며, 당뇨 발병 시 생산되는 다

량의 ROS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되면 다양한 생리적 부산물이 생

성된다. 그 중 malondialdehyde (MDA)는 대표적인 지질과산화물

중 하나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막 손상 정도를 이해하

는 지표로 사용된다. 따라서 MDA생성 억제에 대한 초피 추출물

(EZP)과 산초 추출물(EZS)의 효과는 ICR 마우스의 뇌 조직을 이

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과 같다. 초피 추출물(EZP)

과 산초 추출물(EZS)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질과산화물 생

성 억제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초피 추출물(EZP)은 효과적으로

Fig. 2. ABTS (A) and DPPH (B)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40% ethanol extracts of Zanthoxylum piperitum (EZP) and Zanthoxylum

schinifolium (EZS). Results shown are mean±SD (n=3).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which are considered statistically at
p<0.05.

Fig. 3. Malondialdehyde (MDA) inhibitory effect of 40% ethanol

extracts from Zanthoxylum piperitum (EZP) and Zanthoxylum
schinifolium (EZS). Results shown are mean±SD (n=3).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which are considered
statistically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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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페놀성 화합

물이 풍부하게 함유된 시료들은 항산화, 항당뇨 예방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해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hydroxyl

radical (OH)과 같은 ROS의 생성을 억제하여 조직 내 MDA 생

성을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다(Lee 등, 2005; Kim 등, 2001; Oboh

등, 2013). 이에 따라 초피 추출물(EZP)과 산초 추출물(EZS)은 우

수한 항산화 활성을 통해 생체 내 생성된 ROS를 제거함으로써

지질과산화물인 MDA의 생성 및 축적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뇌

조직에 대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저해시켜줌으로써 당뇨병에 의

한 뇌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α-amylase 및 α-glucosidase 억제 효과

α-amylase는 탄수화물의 가수분해에 가장 먼저 작용하는 필수

적인 소화효소이며, 전분을 올리고당으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한

다. 이어서 α-glucosidase는 소장 융모막에 존재하여 α-1,4 gluco-

side 및 α-1,6 glucoside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탄수화물을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Gua 등, 2006). 따

라서 이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단당류로 분해가 되면 당의 흡수

가 이루어져 혈당이 상승하게 되며, 분해효소에 대한 억제제의

개발은 단당류로의 분해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당뇨병과 같은 당질 관련 질병의 예방에 효과적이다(Kim

등, 2005). 먼저 α-amylase에 대한 시료의 억제 효과는 Fig. 4A와

같이 나타났으며, 산초 추출물(EZS)에서는 효과를 관찰할 수 없

었다. 반면 초피 추출물(EZP)은 1000 μg/mL의 농도에서 양성대

조군으로 사용된 acarbose와 유사한 억제 효과를 보여주었다. 초

피 추출물(EZP)의 IC
50

 값을 측정한 결과 762.84 μg/mL로 나타나

acarbose (10.18 μg/mL) 보다는 우수하지 못하지만, 산초 추출물

(EZS)보다는 α-amylase에 대해 우수한 억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α-glucosidase에 대한 초피 추출물(EZP)와 산초 추출물

(EZS)의 억제 효과는 Fig. 4B와 같이 나타났다. 200 μg/mL에서

초피 추출물(EZP)와 산초 추출물(EZS)는 각각 92.78 및 11.25%

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이보다 낮은 농도를 통해 억제 효과

를 측정하였을 때 산초 추출물(EZS)에서의 효과는 더 이상 관찰

할 수 없었다. 반면 초피 추출물(EZP)는 양성대조군인 acarbose

와 IC
50

 값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각각 41.62 및 168.14 μg/

mL로 acarbose 보다 초피 추출물(EZP)의 α-glucosidase 억제 효과

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i 등(2014)에 따르면 초

피 줄기에서 분리된 flavonoid 계 화합물 중 하나인 hyperin에서

우수한 α-glucosidase 억제 효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treptozotocin으로 유도된 당뇨 모델 rat에 대해 hyperin을 30일간

섭취시킨 후 경구 당부하 검사(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를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하였을 때, hyperin 섭취 기간이 길어질

수록 내당능 장애에 대해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Verma 등, 2013). 따라서 이들 결과를 고려할 때 초피 추출물

(EZP)는 산초 추출물(EZS)보다 탄수화물 가수분해에 대해 더 우

수한 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양성대조군인

acarbose 수준의 억제 활성을 보여줌으로써 자연 유래 탄수화물

가수분해 효소의 억제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 4. α-Amylase inhibitory effect (A) and α-glucosidase inhibitory effect (B) of 40% ethanol extracts from Zanthoxylum piperitum

(EZP) and Zanthoxylum schinifolium (EZS). Results shown are mean±SD (n=3).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which are
considered statistically at p<0.05.

Fig. 5.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s) formation

inhibitory activity of 40% ethanol extracts from Zanthoxylum
piperitum (EZP) and Zanthoxylum schinifolium (EZS). Results
shown are mean±SD (n=5).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which are considered statistically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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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 효과

최종당화산물은 일반인 환자보다 당뇨병 환자로부터 빠르게 형

성되고 고혈당으로 인해 조직에 축적되는 환원당과 단백질의 비

효소적 반응으로 생성된다(Nam 등, 2015). 이는 당뇨병으로부터

생성된 ROS에 의해 자극받아 형성되며,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

여 다시 ROS를 생성하는 과정이 연속된다(Cabello-Verrugio 등,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피 추출물(EZP)와 산초 추출물(EZS)

를 이용하여 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활성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는 Fig. 5와 같이 나타내었다. 200 μg/mL에서 초피 추출물(EZP)

와 산초 추출물(EZS)의 최종당화산물 억제 효과는 각각 64.91 및

91.74%로 Fig. 4의 결과와는 다르게 산초 추출물(EZS)에서 더 우

수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IC
50

 값은 각각 41.37 및 3.11 μg/

mL을 나타내었다. Aminoguanidine은 현재 최종당화산물 억제제

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양성대조군 중 하나로, 본

실험에서의 IC
50

 값은 36.35 μg/mL을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산초

추출물(EZS)의 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번 생성된 최종당화산물은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세포의 내외부에 축적되어 세포막 단백질이나 다른 조직들

과 반응하여 세포 손상을 초래하며 ROS 생성을 촉진시켜 다양

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최종당화산

물은 당뇨병 합병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최근에는 합

병증과 관련되어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andimalla 등, 2017). 다양한 연

구결과로부터 최종당화산물을 억제하는데 효능을 보인 천연 화

합물로는 flvonoid 계, dihydrochalcone 계 등이 있으며, 이들은 현

재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물질로 주

목받고 있다(Duge de Bernonville 등, 2010). 위의 결과들(Fig. 4-

5)을 토대로, 산초 추출물(EZS)은 α-amylase 및 α-glucosidase를

직접 억제하는 능력 즉, 효소 활성 억제 능력이 초피 추출물(EZP)

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반면 비효소적 반응으로 단백질과 당을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막아 최종당화산물을 생성하지 못하

도록 억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반면 초피 추출물(EZP)는 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 효능을

산초 추출물(EZS)와 비교했을 때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IC
50

 값

을 보았을 때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aminoguanidine과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다량의 폴리페놀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

으며, 당뇨병과 관련된 효소 및 비효소적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

이 비교적 우수한 두 향신료 모두 당뇨병과 합병증에 대해 예방

및 개선시킬 수 있는 천연 소재로서의 역할 또한 기대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신경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및 보호 효과

뇌신경세포는 신경세포로서 신호전달을 위하여 다른 조직보다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산화적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포도당을 주된 에너지 공급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혈중 포도당 농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만일 지속적

으로 고혈당의 환경에 노출될 시 세포 내 ROS의 생성량이 증가

되어 신경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 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

고되어 있다(Cabello-Verrugio 등, 2016; Mun 등, 1997). 따라서

뇌신경세포 중 하나인 MC-IXC 세포에 고당(high glucose)을 처

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야기한 뒤, 초피 추출물(EZP)와 산초

추출물(EZS)를 처리하여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및 뇌신경세

포 보호 효과에 대하여 측정하기 위해 DCF-DA와 MTT assay를

각각 실시하였다. DCF-DA는 세포 내 존재하는 ROS에 의해 비

형광 화합물인 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

가 dichlorofluorescein (DCF)로 전환되어 형광을 발하는 것을 이

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결과는 Fig. 6A와 같다. 대조군

(100.00%) 대비 고당을 처리한 경우 119.79%로 세포 내 ROS의

함량이 약 20% 증가하는 것을 보였으며, 양성대조군인 vitamin

C를 처리한 경우 고당에 의해 증가된 ROS의 약 40%가 감소되

는 것을 보여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초피 추출물(EZP)와 산초 추출물(EZS)을 처리해 준 경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적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특히 초피 추출물(EZP)와 산초 추출물(EZS) 모두 10 μg/

mL 이상의 농도에서 vitamin C보다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으며,

100 μg/mL에서는 각각 31.62 및 46.87%로 더 우수한 산화억제

효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초피 추출물(EZP)와 산초 추출물(EZS)

은 고당으로부터 야기된 뇌신경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

Fig. 6. Reactive oxygen species (ROS) contents (A) and cell viability (B) of 40% ethanol extracts from Zanthoxylum piperitum (EZP) and
Zanthoxylum schinifolium (EZS) on high glucose-induced cytotoxicity in MC-IXC cells. Results shown are mean±SD (n=5).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which are considered statistically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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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소시켜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MTT 실험을 이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6B). 고당을 처

리한 그룹에서는 대조군(100.00%)과 비교하여 80.82%의 세포 생

존율을 보여준 반면, 초피 추출물(EZP)는 1 μg/mL 농도에서

100.79%로 고당으로 인해 감소된 세포 생존율이 대조군과 유사

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양성대조군인 vitamin

C (95.49%)보다 약 5% 높은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다. 산초 추출

물(EZS)는 vitamin C에 비해 다소 낮은 보호 효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고당에 의해 저하된 세포 생존율에 대해 약 5-10% 증가된

세포 생존율을 보여준 초피 추출물(EZP)는 고당에 대한 뇌신경

세포 보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속된 고혈당은 생체 내 ROS 생성

을 증가시키며, 이를 소거하여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 방

어 체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추가적인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세포의 손상 및 사멸을 유도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Maritim 등, 2003; Asmat 등, 2016).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한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경로

활성화 및 최종당화산물의 생성은 미세아교세포에 존재하는 다

양한 수용체를 자극하여 NF-κB 경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염증

성 사이토카인(IL-1, IL-1β, TNF-α)을 분비시켜 신경세포 사멸을

유도한다(Sandireddy 등, 2014). 이와 같은 세포의 손상 및 사멸

은 폴리페놀 화합물을 포함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을 통해 방지

할 수 있다(Landete, 2013). 산초에서 발견되는 quercetin은 폴리

페놀 화합물 중 하나로 Bournival 등(2012)의 연구에서 고당으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나

아가 PC12 신경세포의 저하된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켜 고당 스

트레스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Quercetin은 dorsal root ganglion 뉴런에서 high glucose로 인해

증가된 염증성 사이토카인(TNF-α, IL-6) 및 염증 유도성 효소

(iNOS, COX-2)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생체방어시스템으로써 nuclear

factor erythroid 2-related factor 2 (Nrf-2)/hemeoxygenase-1 (HO-

1)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ue 등, 2013). 또한, Jeong 등(2011)은 초피 잎에서 분

리된 quercitrin, afzelin 및 hyperoside와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에

Fig. 7. UPLC IMS-QTOF/MSE spectra in negative ion mode of 40% ethanol extracts from Zanthoxylum piperitum (EZP) (A) and

Zanthoxylum schinifolium (EZ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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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PC12 세포를 보호하여 퇴행성 뇌질

환에 대한 예방제로서의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

려할 때, 초피 추출물(EZP)와 산초 추출물(EZS)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효과로 인해 고당으로부터 유발된 산화적 스

트레스에 대한 뇌신경세포 내의 ROS 축적을 감소시키고, 더 나

아가 이로 인한 세포 사멸을 억제함으로써 뇌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생리활성 물질 분석

In vitro 항산화/항당뇨 및 고당으로 발생될 수 있는 뇌신경세

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초피 추출물(EZP; Fig. 7(A), Table 1)

과 산초 추출물(EZS; Fig. 7(B), Table 2)의 주요 생리활성물질은

UPLC IMS-QTOF/MSE 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물질의 동정

은 MS fragment 결과를 통하여 추정하였으며, 초피 추출물(EZP)

의 peak 1은 3-caffeoylquinic acid (3-CQA) (m/z 353.08; 191.05,

179.03 및 135.04)(Liao 등, 2010), peak 2는 4-caffeoylquinic acid

(4-CQA) (m/z 353.08; 191.05, 179.03, 173.04 및 135.04) (Liao

등, 2010), peak 3은 quercetin-3-O-glucoside (m/z 463.09; 301.03

및 300.02) (Li 등, 2018), peak 4는 quercetin-3-O-rhamnoside

(m/z 447.09; 301.03 및 300.02) (Li 등, 2018) 및 peak 5는 aze-

laic acid (m/z 187.09; 125.09, 97.06) (Sinan 등, 2019)로 확인되

었다. 산초 추출물(EZS)은 peak 1은 protocatechuic acid glucoside

(m/z 315.11; 153.05 및 123.04) (Vukovic 등, 2018), peak 2는

5-caffeoylquinic acid (5-CQA) (m/z 707.18; 353.08 및 191.05)

(Liao 등, 2010), 그리고 peak 4는 rutin (m/z 609.14; 301.03 및

300.02) (Li 등, 2018)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초피 추출물(EZP)에서 발견된 quercetin-3-O-glucoside

은 quercetin의 isomer 형태 중 하나이다. Panda와 Kar(2007)에 따

르면 alloxan으로 당뇨를 유발시킨 rat에서 Annona squamosa 잎

에서 분리된 quercetin-3-O-glucoside는 혈중 내 인슐린 및 글루코

스의 함량을 감소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었으며,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와 같은 생체 내 항산화 방어 체

계의 활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예방 및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초피 추출물(EZP; 3-CQA와 4-CQA)과 산초 추출

물(EZS)에서 CQA isomer 형태의 물질들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CQA는 quinic acid에 caffeic acid가 ester 결합된 구조로

서 다양한 isomer 형태로 식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quinic acid의 R
1 
자리에 caffeic acid가 결합하였을

때를 1-CQA,
 
R

3
, R

4
, R

5 
자리에 caffeic acid가 결합하였을 때 각

각 3-CQA, 4-CQA, 5-CQA라고 불리며 구조적 차이에 의해 구분

된다(Xue 등, 2016). Wu 등(2014)의 연구에서 고지방 식이를 통

해 당뇨병이 유도된 마우스에 CQA가 풍부한 Pandanus tectorius

과육 추출물을 섭취시킨 후 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및

인슐린 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CQA가 갖는 우수한 혈당 조절

효과로 인하여 고혈당 및 고인슐린증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또한 Artemisia princeps Pampanini의 n-butanol 분획물

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CQA는 amyloid-beta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 PC12 신경세포의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킴으로

써 항산화 활성을 기반으로 하여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등, 2011). Quercetin은 flavonoid 계 화합

물로 다양한 isomer 형태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초피 추출물

(EZP)는 3-CQA, 4-CQA 및 quercetin-3-O-glucoside와 같은 생리

활성물질을, 산초 추출물(EZS)은 5-CQA 및 rutin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피 추출물(EZP)과

산초 추출물(EZS)의 항산화 활성, 당 대사 관련 효소 억제효과

및 고당에 의한 뇌신경세포 보호효과는 주요 생리활성 물질로써

페놀성 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미지의 물질이나 상대적 미량의 물질들에 대한 연구 및 전임상

단계에서의 효능평가와 같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토종 향신료로 활용되는 초피(Zan-

thoxylum piperitum)와 산초(Zanthoxylum schinifolium)가 갖는 in

vitro 항당뇨 활성과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

을 주는 주요 생리활성물질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추출 용매에

Table 1. Identification of main compounds of 40% ethanol extract from Zanthoxylum piperitum (EZP)

Peak no. RT (min)
Negative ion mode

(m/z)
Formation MSE fragments (m/z) Proposed compound

1 2.26 353.08 [M-H] 191.05, 179.03, 135.04 3-Caffeoylquinic acid (3-CQA)

2 2.70 353.08 [M-H] 191.05, 179.03, 173.04, 135.04 4-Caffeoylquinic acid (4-CQA)

3 3.56 463.09 [M-H] 301.03, 300.02 Quercetin-3-O-glucoside

4 3.95 447.09 [M-H] 301.03, 300.02 Quercetin-3-O-rhamnoside

5 4.30 187.09 [M-H] 125.09, 97.06 Azelaic acid

6 9.69 297.25 279 Unknown

7 10.02 297.25 Unknown

Table 2. Identification of main compounds of 40% ethanol extract from Zanthoxylum schinifolium (EZS)

Peak no. RT (min)
Negative ion mode

(m/z)
Formation MSE fragments (m/z) Proposed compound

1 2.07 315.11 [M-H] 153.05, 123.04 Protocatechuic acid glucoside

2 2.62 707.18 [2M-H] 353.08, 191.05 5-Caffeoylquinic acid (5-CQA)

3 3.52 397.15 191.10, 190.10 Unknown

4 4.13 609.14 [M-H] 301.03, 300.02 Rutin

5 4.91 417.08 295.04, 251.05 Unknown

6 6.40 242.15 157.05 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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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총 페놀함량을 측정한 결과, 공통

적으로 40% 에탄올의 초피 추출물(EZP)과 산초 추출물(EZS)에

서 뛰어난 함량을 나타냈으며, ABTS/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MDA 생성 억제 효과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항산화 활

성을 보였다. 초피 추출물(EZP)와 산초 추출물(EZS)의 당뇨 관련

효소에 대한 저해 효과를 비교한 결과, 초피 추출물(EZP)는 α-

amylase 및 α-glucosidase와 같은 효소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능

력이 뛰어났으며, 산초 추출물(EZS)는 비효소적 반응으로 단백질

과 당의 결합을 막아 최종당화산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C-IXC 뇌신경세포에 고당을 처리

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켰을 때 생성되는 ROS의 함량과

뇌신경세포 사멸에 대해 우수한 보호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초피 추출물(EZP)와 산초 추출물(EZS)의 생리활성물질을 확인하

기 위해 UPLC IMS-QTOF/MS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피 추출

물(EZP)의 경우 3-CQA, 4-CQA, quercetin-3-O-glucoside 및 quer-

cetin-3-O-rhamnoside가 주요 물질임을 확인하였으며, 산초 추출물

(EZS)의 경우 protocatechuic acid glucoside, 5-CQA 및 rutin이

주요 물질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초피와 산초는 식

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지연 또는 개선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

는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고혈당으로 인

한 퇴행성 뇌질환과 같은 당뇨 및 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천연 유래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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