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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rotective effects of ‘Donganme’ (Sorghum bicolor L.
Moench) against oxidative stress under in vitro conditions and in a cellular system using C6
glial cells.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observed using the substrates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hydroxyl (•OH) radicals. The Donganme extract had an •O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82.66% at a concentration of 100 μg·mL-1. Additionally, when DPPH was
used as the substrate, the Donganme extract exhibited a strong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with an IC50 value of 28.56 μg·mL-1. Furthermore, treating
C6 glial cells with hydrogen peroxide (H2O2) reduced the cell viability and generated reactive
of oxygen species (ROS) and lactate dehydrogenase (LDH) compared to the normal levels,
indicating that H2O2 induced oxidative stress. However, Donganme extracts increased the cell
viability and inhibited ROS and LDH production against oxidative stress by H2O2 in the C6 glial
cells. In particular, it showed effective cell protection with the cell viability, ROS production,
and LDH release at 83.50, 88.06, and 14.87%, respectively, which were lower than the control
or similar to the normal levels even at a low concentration of 100 μg·mL-1.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the Donganme extract was effective in protecting against oxidative stress in C6
glial cells through its antioxidant activity. Thus, Donganme could be a promising therapeutic
agent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s due to oxidative stress.

Keywords: anti-oxidant, C6 glial cell, Donganme, hydrogen peroxide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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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뇌는 뉴런,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 및 표피 세포를 포함한 많은 세포로 구성 되어있다. 특히 신경세포와 신경

교세포의 경우 중추 신경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Ma et al., 2013; Ramalingam and Kim, 2014;

Rodríguez et al., 2016). 신경교세포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Ramalingam and Kim,

2009, 2012), 신경교세포 중 microglia는 대식세포로서 활성화되며 염증 매개물질들을 생성하고 신경세포사멸을

유도한다. 신경세포의 사멸 및 단백질 응집, 활성화된 microglia는 염증반응을 일으켜 알츠하이머 질환, 파킨슨 질
환 및 기타 연령과 관련된 신경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Nunomura et al., 2007; Seo et al., 2008; Lee et al., 2018;

Kim et al., 2019). 따라서, 신경교세포의 보호는 신경세포의 보호와 심혈관 및 신경 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적

요소로 작용한다(Park et al., 2017). 특히, 신경계의 경우는 다량의 산소를 소비하고,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

질 과산화에 취약하며,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제거하는 능력이 다른 조직에 비해 적어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경세포를 치명적으로 손상시키게 된다(Omodeo-Sale et al., 1997). 산화적 스트레스의 원인

이 되는 ROS는 hydroxyl radical (•OH), superoxide radical (O2-), hydrogen peroxide (H2O2) 등이 있으며, 내외부적인 요

인에 의해 신체 내에 과잉으로 쌓이게 되면서 노화 과정 및 세포 사멸, 또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어 신체 내에서 유
해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lein and Ackerman, 2003; Krause, 2007; Palmieri and Sblendorio, 2007; Woo

et al., 2013). 특히, H2O2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통해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ROS 중 하나이며, 반응성이 높은 •OH

를 생성하여 주요 세포 구성 요소에 대한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toh et al., 1996; Cho et al., 2009;

Nirmaladevi et al., 2014; Choi et al., 2016). 현재 ROS를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데 다양한 약물이 이용되고 있지만 합

성 약물이 갖는 체내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최근에는 부작용과 독성이 적은 천연물을 소재로 한 치료예방법에

많은 관심이 상승하고 있으며, 새로운 생리 활성 소재의 개발이 중요하게 생각된다(Jin et al., 2014; Kim et al., 2014;
Lee et al., 2014; Venkatesan et al., 2016).

수수(Sorghum bicolor L. Moench)는 외떡잎식물 벼 목에 속하며 전 세계적으로 식용과 사료로 널리 재배되는 작

물이다. 원산지는 열대 아프리카로 아시아, 중미지역 및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Afify et al., 2011). 수수

에는 phenolic acids, ﬂavonoids, 그리고 tannins 등 항산화 효능을 가진 물질이 포함 되어있어 콜레스테롤 감소(Awika

and Rooney, 2004), 항균활성(Kil et al., 2009), 항염증(Afify et al., 2012), 항암(Kwak et al., 2006; Park et al., 2012)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안메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메성 단수수로 이삭모양이 밀수형이

며, 밀도가 조밀하다. 색상은 암적색으로 다른 수수보다 조금 진한 편이다. 동안메는 기능성이 강조되어 육성된 품

종으로서 수량성이 높고, 우수한 항산화 활성(Woo et al., 2013) 및 항당뇨 활성이 보고된 품종이다(Choe et al., 2017;

Jung et al., 2018). 국내에서 육성된 여러 수수 품종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동안메가 가장 항산화능이 가

장 뛰어난 품종으로 확인되었다(Lee et al., 2016). 그러나, 아직까지 동안메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특히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항산화 기능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동안메를 이용하여 in vitro 실험을 통해 radical 소거능력을 측정하였고,
C6 glial cell을 이용하여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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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수수(품종명: 동안메)는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Miryang, Korea)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

다. 시료의 추출은 시료 10배 중량의 80% EtOH로 24시간 동안 3회 반복하여 추출한 뒤, 회수된 추출물을 진공상

태인 40℃에서 진공 회전 농축기(EYELA,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하여 시료를 조제하
였다. 동안메 건물에 대한 추출물의 수율은 8.4% (w/w)였다. 동안메 추출물은 0.25 g·mL-1 농도로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여 냉장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되었다. Radical 소거능의 경우 100, 250, 500, 1000 µg·mL-1의 농도로 실

험 용매에 희석하여 각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세포 실험의 경우 세포 독성이 없었던 농도인 25, 50, 100 µg·mL-1의
농도를 선별하여 배지에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약

C6 glial cell은 한국세포주은행(KCLB,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세포배양을 위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과 100 units/mL penicillin streptomycin, trypsin EDTA, fetal bovine serum (FBS)은 Welgene

(Daegu,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H2O2는 Junsei Chemical

Co. (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으며, lactate dehydrogenase (LDH) cytotoxicity detection kit는 Takara Bio (Siga,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DMSO와 2�,7�

-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DA), 2-deoxyribose 및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는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DTA disodium salt dehydrate와 FeSO4·7H2O는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Siheung, Korea)에서 구매하였다. Trichloroacetic acid (TCA)는 Biosesang Inc.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thiobarbituric acid (TBA)는 Acros Organics Inc. (Morris Plains, NJ, USA)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동안메의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은 Hatano et al. (1989)의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DPPH를 빛에 노출시키지 않

은 채 EtOH에 용해시켜 만든 60 µM DPPH 용액을 EtOH에 농도별로 희석시킨 동안메 추출물과 잘 혼합하여, 빛 노
출이 안 되는 실온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

하여 free radical 소거효과를 백분율과 IC50로 나타냈으며, 모든 실험은 실험 군별 n = 5, 전체 2회 반복 실험하여 결
과를 얻었다.

•OH radical 소거능 측정

Chung et al. (1997)의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Fenton 반응에 따라 10 mM FeSO4·H2O-EDTA에 10 mM의

2-deoxyribose solution과 농도별 시료에 혼합한 다음, 10 mM의 H2O2를 첨가하여 37℃에서 4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이 혼합액에 2.8% TCA 와 1.0% TBA solution을 각각 첨가하여 20분 간 가열한 후 식혀 96-well plate에 분주하고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실험 군 별 n = 5, 전체 2회 반복 실험하여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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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

C6 glial cell은 100 units/mL penicillin-streptomycin과 10% FBS를 혼합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양은 T75 ﬂask를 이용하였으며, 배양액은 1 - 2일에 한 번씩 배지를 교환해 주었다. 세

포 분화가 80%에 도달했을 때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으로 세포를 세척한 후 0.02% EDTA가 함유된

0.05% trypsin-EDTA로 부착된 세포를 분리하고 계대 배양하며 사용하였다. 세포 실험에서 normal군은 배지만 단독

으로 처리하여 배양한 군, control군은 300 µM 농도의 H2O2를 처리하여 배양한 군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으며 모든 실험은 실험 군 별 n = 5 이상, 전체 2회 반복 실험으로 결과를 얻었다.

세포 생존율 측정

Conﬂuence 상태가 된 C6 glial cell을 96-well plate에 well 당 5 × 104 cells·mL-1로 seeding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

하여 세포를 부착시켰다. 시료를 처리하여 37℃, 5% CO2 incubator 내에서 4시간 배양시키고, 그 후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H2O2를 300 µM의 농도로 처리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24시간 배양시켰다. 이후, 각 well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5 mg·mL-1의 MTT solution을 각 well에 주입한 뒤 4시간 재배양 시켰다. 그 후 생성된 보라색의

formazan 결정을 DMSO에 녹여 30분간 빛 노출이 안 되는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ROS 생성측정

세포가 conﬂuence 상태가 되면 96-well black plate에 well 당 5 × 104 cells·mL-1로 seeding하여 37℃, 5% CO2 incubator

에서 세포를 부착하였다. 24시간 후 시료를 처리하여 4시간 배양하였으며,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기 위해 H2O2 (300

µM)를 처리하여 24시간 같은 조건에서 배양시켰다. 이 후, 각 well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80 µM 농도의 DCF-DA 용

액을 각 well에 주입하여 37℃에서 30분간 재 배양한 후 FLUO star OPTIMA (BMG Labtech, Ortenberg, Germany)를 이
용하여 excitation 480 nm, emission 535 nm로 측정하였다.

LDH 분비능 측정

세포막 손상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LDH assay를 이용하였다. C6 glial cell의 세포가 conﬂuence 상태가 되면 96-

well plate에 5 × 104 cells·mL-1로 seeding하여 24시간 37℃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이 지난 후 시료 처리하여 4시간 배

양 후, 상등액과 reaction mixture를 1 : 1의 비율로 혼합하여 30분간 빛 노출이 안 되는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모든 시
료들은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측정한 결과는 평균(mean) ±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다. 통계프로그램인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sion 23,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구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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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동안메의 DPPH radical 소거능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간단하면서 재현성이 높아 다양한 천연소재로부터의 항산화 물

질을 검색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분자내 radical을 가지고 있는 DPPH와 항산화제가 반응을 하여

불가역적으로 DPPH를 DPPHH의 형태로 환원되어 보라색의 발색을 띄는 화합물을 만들고, 이것은 전자나 수소를

받아 불가역적으로 안정한 분자로 환원되어 짐에 따라 보라색에서 무색으로 가는 원리로써 흡광도로 변화를 측정

하는 방법이다(Wang et al., 2005).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에서는 동안메 추출물을 100, 250, 500 및 1,000 µg·mL-1 농
도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농도에서 64.51, 72.96, 80.36 및 89.24%의 소거능을 나타내어 농도 의존적으로 DPPH

radial이 소거됨을 확인하였다(Table 1). 특히 1,000 µg·mL-1에서 89.24%의 소거능을 보여 우수한 DPPH 소거능을 가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onganme sorghum a 80% ethanol extract.
Treatment (μg·mL-1)
100
250
500
1,000
IC50

Scavenging activity (%)
Donganme extract
64.51 ± 1.22d
72.96 ± 2.97c
80.36 ± 1.27b
89.24 ± 0.95a
28.56 ± 2.32

Values are mean ± SD.
a - d: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동안메의 ·OH radical 소거능

•OH radical은 free radical 및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ROS 중에서 산화적 손상에 가장 독성이 강하고 반응성이 강하고

결합력이 높은 free radical이다. 이는 단백질, 지질, DNA 손상 및 세포에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여 다양한 질환을 초래

하는 물질로써 알려져 있다(Halliwell and Aruoma, 1991). •OH radical 소거능 측정은 •OH가 Fenton 반응에 의해 생성되
거나 활성산소종인 ONOO-의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항산화제의 활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OH radical

소거능 실험을 통해 제일 낮은 농도인 100 µg·mL-1에서도 82.66%의 높은 •OH radical 소거능이 나타났다(Fig. 1). 따라

서 동안메 추출물은 •OH radical에 대한 독성 제거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H2O2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C6 신경교세포 보호효과

MTT assay는 탈수소효소 작용에 의해 미토콘드리아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세포에 시약으로 색을

입히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살아있는 세포가 많을수록 푸른 계열의 formazan이 생성되어 진한색이 나타나

게 된다(Mosmann, 1983). 본 연구에서는 H2O2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 세포 보호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C6 glial cell을 이용하여 MTT assay를 시행하였다. MTT assay는 사전 연구를 통해 동안메 추출물의 모든 실험

농도(25, 50, 100 µg·mL-1)가 신경교세포의 세포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data

not shown). C6 세포에 H2O2를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control군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normal군에

비해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여 75.24%의 생존율을 보였다(Fig. 2). 이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교세포에 손

상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안메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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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100 µg·mL-1의 농도에서는 normal 군에 가장 가까운 생존율을 보였다. H2O2만 처리한 control군과 대

조했을 때 동안메 추출물이 농도 유의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증가됨에 따라 신경교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O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onganme sorghum a 80% ethanol extract. Values are mean ± SD.
a - d: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Effects of 80% ethanol extract from Donganme sorghum on cell viability of C6 glial cells treated with
H2O2. Values are mean ± SD. a - d: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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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O2로 유도된 ROS 생성 억제 효과

ROS 검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DCF-DA는 세포 내 H2O2를 측정하는 대표적 물질인 DCF-DA를 이용하는 것으

로, DCF-DA는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하여 세포 내에서 esterase에 의해 acetate group이 제거되어 탈아세틸화 되

며, H2O2, NO, peroxide, peroxynitrite와 같은 여러 ROS에 의해 산화되어 강한 형광을 나타내는 DCF가 되는 방법이다

(Cathcart et al., 1983). 본 연구에서는 H2O2를 처리하여 C6 glial cell에서의 활성산소종 억제효과를 알아보았다. DCFDA assay를 통해 동안메 추출물의 ROS 소거능을 살펴본 결과, H2O2 300 µM의 농도를 C6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시

간이 지남에 따라 ROS 생성율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Fig. 3A). 60분을 기준으로 H2O2를 단독으로 처리한 control군
의 ROS 생성율을 100%로 보았을 때(Fig. 3B),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normal군은 93.72%로 나타나 control군에 대해

유의적으로 ROS 생성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안메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ROS 생성율

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여 동안메 추출물이 C6 세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보
호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동안메의 LDH 분비능 측정

세포 내 LDH의 손실 및 배양 배지로의 방출은 세포막 손상으로 인한 세포 사멸의 지표가 되는 LDH assay를 이용

하여 세포의 손상 정도를 알아보았다. Normal군은 LDH 방출 정도가 3.57%로 거의 방출되지 않았으나 H2O2를 단독
으로 처리한 control군의 경우 23.28%로 normal군의 약 8배가량 높은 LDH 방출을 보였으며, 동안메 추출물을 농도별

로 처리하였을 때 25, 50, 100 µg·mL-1에서 각각 19.75, 18.86, 14.88%로 LDH 방출 정도가 control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아졌다(Fig. 4).

수수는 조, 기장 등의 다른 잡곡류와 비교하였을 때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황금찰수수의 radical 소거능이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14). 동안메수수의 경우 국립식량

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황금찰수수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은 품종이다(Kim et al., 2018). 황금찰, 대풍, 남풍찰수

수 등 다양한 수수 품종과 비교했을 때 총 polyphenol 함량, 총 ﬂavonoid 함량,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 등의 활성

이 뛰어나 현재까지 육성된 수수 품종 중에서 가장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품종으로 확인되었다(Lee

et al., 2016; Kim et al., 2018). 동안메에는 polyphenol과 ﬂavonoid 물질이 풍부하며, protocatechuic acid, chlorogenic acid,

(+)-catechinic acid, p-coumaric acid, ferulic acid, salicylic acid, caffeic acid, quercetin, naringin, hesperidin, naringennin 등의 활

성물질이 존재한다. 여러 종류의 물질 중에서도 특히 동안메에는(+)-catechinic acid와 chlorogenic acid, salicylic acid 물

질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yu et al., 2017). 다양한 polyphenol 화합물은 O2-, •OH, peroxyl radical 등의
ROS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소거하는 항산화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el et al., 1993), 특히, chlorogenic acid

와 salicylic acid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신경세포의 분화를 활발하게 해주며, scopolamine 등의 물질로 기억력 손상

을 입은 마우스에서 기억력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등 다수의 연구에서 신경세포 보호 효능 및 인지능력 개선 효능
(Ito et al., 2008; Cetin et al., 2015; Heitman and Ingram, 2017; Singh et al., 2020)이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에도 동안메 속의

풍부한 polyphenol 물질과 대표적 활성물질인 chlorogenic acid 및 salicylic acid가 C6 신경교세포의 보호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동안메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C6 신경교세포의 보호 효능을 통해 신경 퇴

행성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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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80% ethanol extract from Donganme sorghum on 2’,7’-dichloro-fluorescin diacetate
(DCF-DA) assay of C6 glial cells treated with H2O2. (A) Time course of change in intensity of reactive
of oxygen species (ROS) fluorescence within 60 min. (B) The intensity of ROS fluorescence at 60 min.
Asterisks (*p < 0.05) show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ormal and control groups. Values are
mean ± SD (Fig. 3B). a - d: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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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80% ethanol extract from Donganme sorghum on lactate dehydrogenase (LDH) release of
C6 glial cells treated with H2O2. Values are mean ± SD. a - d: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동안메 추출물의 free radical 소거능과 C6 glial cell에서 H2O2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효과

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동안메 추출물은 우수한 free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고, 특히 DPPH radical 소거능에서
28.56 µg·mL-1의 IC50값을 보여 가장 우수한 radical 소거능임을 나타내었다. •OH radical 소거능을 알아본 결과, 100

µg·mL-1의 농도에서 82.66%의 높은 •OH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안메 추출물이 H2O2로 인해 산
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된 C6 glial cell에서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켰으며, ROS 생성과 LDH 생성이 억제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동안메 추출물은 우수한 항산화 능과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을 통한 신경세포 보호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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