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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두충(Eucommia ulmoides Oliver) 잎의 in vitro 뇌 신경세포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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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neuroprotective effect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from Eucommia

ulmoides oliver leaf (EFEL) on PM2.5-induced cytotoxicity. EFEL had higher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than the
other fractions. In AB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the IC50 of EFEL was measured as 212.80 and 359.13
µg/mL, respectively. To investigate the neuroprotective effect of EFEL, MTT and DCF-DA assays were performed on HT22,
MC-IXC, and BV-2 cells. EFEL effectively decreased PM2.5-induced inter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content and
inhibited PM2.5-induced cell death. In the results of protein expression related to cellular cytotoxicity on microglial cells (BV-
2), EFEL had an improvement effect on cell apoptosis and inflammatory pathways. Rutin and chlorogenic acid were
identified as the main physiological compounds. Moreover, it was expected that EFEL, including rutin and chlorogenic acid,
could be functional food substances with neuroprotective effects against PM

2.5
-induced oxidat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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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

자가 작은 먼지를 뜻하며,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

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와, 배출된 후 질소산화

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의 가스상 물질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2차 미세먼지로 구분된다(Zhang 등, 2015). 공기역학적으로 직경

이 50 μm 이하인 총 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s, TSP)는 비강

점막의 상피에 존재하는 섬모에 의해 걸러질 수 있으나, PM
10

(직경 10 μm 미만 입자)과 PM
2.5

 (직경 2.5 μm 미만 입자)는 입자

의 크기가 매우 작아 호흡기를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인체 내 비

강 통로, 폐 및 폐포에 침착하여 높은 인체 유해성을 나타낸다

(Mazzoli-Rocha 등, 2010).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인구 사망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

며, 세계 인구의 수명 단축 원인은 PM
2.5
와 더 높은 연관성을 나

타낸다(Anderson 등, 2004). 이러한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폐

포 깊숙이 침투하고, 폐포-모세 혈관 장벽을 통과해 전신으로 순

환할 수 있으며, 또한 폐 염증 및 산화적 스트레스는 면역계 세

포의 산화 의존적 변화를 유도하여,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더욱

증가시킨다(Kelly 등, 2012; Mazzoli-Rocha 등, 2010). 나아가 폐

로 흡수되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순환하는 미세먼지는 작은 입

자 크기로 인해 쉽게 blood-brain barrier (BBB)를 통과하여 뇌 조

직에 도달할 수 있고, 호흡과정을 통해 코와 후각 점막에 침착한

미세먼지는 후각신경을 통해 뇌척수액에 축적되어 뇌 조직에 유

해한 영향성을 나타낸다(Wang 등, 2019; Zhu 등, 2020).

미세먼지의 만성적인 노출로 인한 인체 내 과도한 산화적 스

트레스는 염증반응을 매개함으로써 면역계 세포의 활성화를 유

도하고, 세포의 신호 전달 기전에 의해 과분비된 염증성 사이토

카인은 여러 조직의 DNA를 손상시키며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Mazzoli-Rocha 등, 2010). 장기적인 세포의 손상은 결과적으로 여

러 인체 질병과 이어지게 되며, 따라서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질환과 관련해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Ling

등, 2009; Peters 등, 2005). 또한, 미세먼지는 후각신경을 통과해

olfactory bulb에 도달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의 면역세포로 작용

하는 microglia를 자극해 신경염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로 인

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상향조절은 BBB의 손상을 유발한다(Kim

등, 2015).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중추신경계의 과도한 염

증반응은 뇌 신경세포의 사멸을 초래하며, 이는 나아가 알츠하이

머성 질환(Alzheimer’s disease, AD)과 같은 퇴행성 뇌 신경 병증

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Block 등, 2009).

두충은 두충나무과 두충속의 낙엽교목으로써 주로 아열대 및

따뜻한 온대기후에서 서식하며, 높은 약용가치를 나타내는 식물

*Corresponding author: Ho Jin Heo, Division of Applied Life Sci-
ence (BK21), 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52828, Korea
Tel: +82-55-772-1907
Fax: +82-55-772-1909
E-mail: hjher@gnu.ac.kr
Received April 30, 2021; revised June 16, 2021;
accepted June 16, 2021



424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53권 제 4호 (2021)

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Kim 등, 2004).

두충의 수피는 근육과 폐를 강화하고, 혈압 조절의 효능을 지니

고 있으며, 두충 잎의 수성 추출물은 고지혈증과 지방간 질환에

대한 회복 효능을 지닌다고 보고되어 차(tea)로 주로 이용된다(Lee

등, 2013). 두충 잎과 수피의 생리활성 물질은 phenolics, flavo-

noids, lignans, iridoids, steroids 및 triterpene 등이 존재하고, 특히

ulmoside, geniposidec acid 및 geniposide 등을 포함하는 iridoid

유도체와, eucommin A, liriodendrin, O-β-D-glucopyranoside 등을

포함하는 lignan 배당체는 항비만, 항심혈관질환 및 항고지혈증

등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 등, 2014; Zhu 등,

2018). 나아가 두충의 수피 추출물은 항산화, 항염증 효능 및 신

경 보호 효과에 대해 보고되고 있으나, 미세먼지로부터 유도되는

뇌 신경세포에서의 염증 개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

이다(Koh 등, 2017; Xu 등, 2010; Wu 등, 2016).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두충 잎의 아세트산 에틸 분획물이 갖는 미세먼지(PM
2.5

)

에 대한 뇌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평가하고 microglia에서 염증

반응의 개선 효과를 평가하여 건강기능식품 원료로서의 이용 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두충 잎은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농가

로부터 2019년 4월에 40oC에서 건조된 열풍 건조물을 구입하여

마쇄 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분획물은 마쇄한 두충 잎 파

우더 20 g을 사전 연구를 통해 가장 활성이 우수하였던 40% 에

탄올 1 L에 혼합하여 40oC에서 2시간 동안 환류 냉각 추출하였

으며, 이 후 No. 2 여과지(Whatman PLC, Kent, UK)로 여과하였

다. 얻어진 추출물은 동일한 양의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을 사용하여 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획을 진행하였고,

얻어진 분획물은 회전진공농축기(N-N series, Eyela Co., Tokyo,

Japan)를 이용해 농축하였으며, 이후 동결건조하여 −20oC에서 보

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페놀성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에 Folin &

Ciocalteau’s phenol reagent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한 후

7% Na
2
CO

3
를 혼합하였다. 이후 3차 증류수를 이용해 정용한 후,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켜 760 nm에서 흡광도(UV-1800, Shi-

madzu, Kyoto, Japan)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gallic acid

를 이용해 작성된 검량곡선으로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나

타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에 diethylene

glycol과 1 N NaOH를 혼합하여 30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420 nm에서 흡광도(UV-1800, Shimadzu, Kyoto, Japan)를 측정하

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rutin을 이용해 작성된 검량곡선으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냈다.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라

디칼 소거 활성 측정을 위하여 150 mM sodium chloride을 포함

하는 10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에 2.45 mM potassium

persulfate와 7 mM ABTS 시약을 혼합하여 68oC 항온수조에서 15

분간 방치한 후, 수용성 필터를 이용해 여과하여 24시간 동안 냉

장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만들어진 ABTS 용액은 흡광도 0.70±0.02

으로 맞추어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흡광도가 맞춰진 ABTS 용액

과 시료를 혼합해 35o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

광도(UV-1800, Shimadzu, Kyoto, Japan)를 측정하였다.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을

위하여 80% 메탄올을 이용해 0.1 mM DPPH 용액을 제조해 사

용하였다. DPPH 용액은 흡광도 1.00±0.02으로 맞추어 실험에 사

용하였으며, 흡광도가 맞추어진 DPPH 용액과 시료를 혼합하여

실온과 암실 조건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UV-

1800, Shimadzu, Kyoto, Japan)를 측정하였다.

지질과산화물 억제 활성

지질과산화물 억제 활성 측정을 위한 마우스 뇌 조직을 얻기

위하여 institute of cancer research (ICR) mouse (수컷, 4주령)을

실험 동물 공급업체(Samtako, Osan, Kore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항온 23oC과 항습 50-55%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12시간 간격으

로 낮과 밤을 교대시키는 환경에서 사육하였다(경상대학교 동물

실험 인가번호 GNU-131105-M0067). 사육된 ICR 마우스의 뇌를

적출한 후, 뇌 조직 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20 mM Tris-HCl (pH

7.4)를 첨가하여 균질화하였으며, 이를 5,000 rpm, 20분, 4oC 조건

에서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상등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얻어진

상등액을 시료, 10 μM FeSO
4
, 0.1 mM ascorbic acid를 순차적으

로 혼합한 후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 후 30%

trichloroacetic acid와 1% thiobarbituric acid를 혼합하여 80oC의

항온수조에서 20분 동안 가열한 후, 반응한 상등액을 532 nm에

서 흡광도(UV-1800, Shimadzu, Kyoto, Japan) 측정하였다.

세포 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해마세포(HT22)는 마우스의 뇌 해마조직에

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조직학실험실에

서 2017년 10월에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 인간의 뇌 조직에서

유래한 MC-IXC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 USA)로부터 구매하였다. BV-2세포는 마

우스의 소교세포로 중추신경계의 면역세포로 작용해 뇌 신경세

포에서의 염증반응 등을 연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이는 한국식

품연구원으로부터 2020년 4월에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HT22 세포와 BV-2 세포는 10% 소태아혈청, 50 units/mL 페니

실린 및 100 μg/mL 스트렙토마이신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배지를 사용하였다. MC-IXC 세포는 10% 소태아

혈청, 50 units/mL 페니실린 및 100 μg/mL 스트렙토마이신이 포

함된 Minimum Essential medium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세

포는 37oC, 5% CO
2
 조건의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내 ROS 생성 함량 측정

세포 내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 함량을 측정하기 위

하여 HT22 및 MC-IXC 세포는 1×104 cells/well의 농도로 96 well

plate에 일정하게 분주하였으며, BV-2 세포는 0.5×104 cells/well 농

도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incubator에서 배양하여 세포를 부착

시켰다. 이후 농도별 시료를 각 well에 처리하고 30분 뒤 HT22와

MC-IXC 세포는 100 μg/mL 농도의 PM
2.5
를 처리하였고 BV-2 세포

는 50 μg/mL 농도의 PM
2.5
를 처리하였다. 이후 HT22 및 MC-IXC

세포는 24시간, BV-2 세포는 12시간 반응시킨 후 50 μM dichlo-

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 (DCF-DA)를 처리하여 40분간 반응시

켰다. 이는 형광광도계(Infinite F200, Tecan, Mannedorf, Swiss)를

사용하여 485 nm (excitation wave) 및 535 nm (emission wave)에

서 형광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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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율 측정을 위한 전처리는 세포 내 reactive oxygen

species (ROS) 함량 측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포를 분주하고

EFEL 및 PM
2.5
를 처리하였다. 이후 HT22 및 MC-IXC 세포는 24

시간, BV-2 세포는 12시간 반응시킨 후 well에 처리된 배양액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이 후 dimethyl sulfoxide (DMSO)를 100 μL

처리하여 형성된 formazan을 녹여주었다. 이를 microplate reader

(Epoch2, BioTek,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70 nm (determina-

tion wave) 및 650 nm (reference wave)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assay

단백질 발현량 측정을 위한 BV-2 세포는 세포 내 ROS 함량

및 세포 생존율 측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처리하였으며, 미세

먼지 처리 후 12시간 반응시켜 이는 1% protease inhibitor가 첨

가된 RIPA buffer를 이용해 세포를 용해시키고 수확하였다. 수확

된 세포는 13,000 rpm, 10분, 4oC 조건에서 원심분리하여 상등액

을 얻었으며, 이는 bradford법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상대 정량하

였다(Bradfrod, 1976). 세포의 단백질은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로 분리하여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으로 옮겨주었으며, 5% skim milk를 이용하

여 1시간 동안 blocking하여 세척하였다. 이후 0.5% bovine

serum albumin과 0.1% sodium azide를 포함하는 TBST solution

을 이용하여 1:500으로 희석한 1차 항체를 overnight하여 반응시

키고, 이 후 세척하여 2차 항체를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어

서 ECL solution을 반응시켜 발색시켰으며, 이는 ChemiDoc

(iBrightTM CL1000 instrument, Invitrogen, Carlsbad, CA, USA)

을 사용하여 발광밀도를 검출하였다. 밴드의 밀도는 ibright

analysis software (Thermo Fisher, Waltham, Middlesex, MA,

USA)를 이용하여 수치화하였고, 각 인자의 밀도 값은 β-actin의

밀도 값으로 나누어서 나타냈다.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두충 잎의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생리활성물질을 동정하기 위

해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

raphy, HPLC, Ultimate 3000, Dionex, Sunnyvale, CA, USA) 분

석을 진행하였다. 동결건조된 분획물을 메탄올을 이용해 1 mg/mL

농도로 용해한 후 0.2 μm 크기의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한 뒤 분

석을 진행하였다. 이동상 용매는 0.1% formic acid가 혼합된 증

류수(A)와 0.1% formic acid가 혼합된 메탄올(B)의 조성비를 0-

100%로 하여 총 20분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동상의 유속은 1

mL/min, 시료의 주입량은 20 μL로 설정하였으며, UV 검출장치의

파장은 diode array detector (DAD)로 254 nm 파장에서 분석하였

다. 254 nm에서 검출된 peak는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된 표준물

질과 유사도를 비교하여 판단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된

표준물질의 검량선을 이용해 시료 내에 존재하는 생리활성 물질

의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반복 실행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각

평균값은 SAS software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can의 다중범위검

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시료 간의 유의성을 5%

수준 내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성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항산화 활성

가장 우수한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지니는 추

출물을 선정하기 위하여, 두충 잎은 에탄올 용매의 농도를 0, 20,

40, 60, 80 및 95%로 제조하여 추출을 진행하였으며, 총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우수한 40% 에탄올 추출

물을 선정하였다(data not shown). 이후 40% 에탄올 추출물을 이

용해 극성에 따라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용매로 순차

적으로 분획을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4개의 분획물 층을 이용해

총 페놀성 화합물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Fig.

1A-B). 그 결과 ethyl acetate 층에서 가장 높은 총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이후 항산화 활성,

신경세포 보호 효과에서 ethyl acetate 분획물을 이용해 실험을 진

행하였다.

페놀 화합물은 과채류를 포함한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

며 방향족 탄화수소인 벤젠고리에 하이드록실기(-OH)가 결합한

구조로 이는 자유 라디칼의 흡착 및 중화 역할을 함으로써 우수

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Zheng 등, 2001). 이러한 폴리페놀의

종류는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카테킨 등을 포함하여 수천 가

지가 알려져 있으며, 국내의 자생식물과 여러 과채류에는 다량의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고, 이는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총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항산화 활

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사용된다(Kim 등, 2012; Kähkönen

등, 1999; Chen 등, 2008). Yan 등(2018)의 연구에서는 두충 수

피, 잎, 꽃에서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을 ultra fast liquid chro-

matography (UFLC)-QTRAP-MS/MS를 통해 분석하였고, 두충 잎

에서는 chlorogenic acid, cryptochlorogenic acid, quercetin의 함량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rutin, isoquercitrin, genipo-

sidic acid, catalpol 및 aucubin 등을 포함하는 화합물이 검출되

었다.

두충 잎 ethyl acetate 분획물(EFEL)의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1C-D에 나타냈으며, 이들은 양

성대조군으로 사용된 vitamin C와 동일한 농도에서 낮은 활성을

나타냈으나, 500 μg/mL 농도의 EFEL은 200 μg/mL 농도의 vita-

min C와 유사한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다. ABTS와 DPPH 라

디칼 소거능에서 vitamic C의 IC
50

 값은 각각 111.75 μg/mL와

117.91 μg/mL으로 나타났고, EFEL의 IC
50

 값은 각각 212.80 μg/mL

와 359.13 μg/mL으로 각각 나타났다. IC
50

 값을 비교하였을 때,

ABTS 라디칼 소거능이 DPPH 라디칼 소거능보다 더 우수한 활

성을 나타냈고, 이는 ethyl acetate 분획물은 다른 분획물 층에 비

해 수용성인 물질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ABTS는 지용성과

수용성 물질 모두에 대한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Ubando-Rivera 등, 2005). Xu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두충의 잎은 수피 및 씨앗보다 더 높은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냈고, 또한 DPPH 라디칼 소거능과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형성 억제능에서

도 양성대조군인 butylated hydroxytoluene (BHT)와 유의한 활성

을 나타냈다.

지질과산화물은 체내에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종으로 인한

단백질의 변성 및 세포막의 불포화방산 과산화로 인해 생성 및

축적되며,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는 dienyl radical을 생성하기 때

문에 자유 라디칼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Moore 등, 1998;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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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o N 등, 2004). 특히 뇌 조직은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을 다

량 함유하고 있어 활성산소종의 공격에 매우 민감하며, 활성산소

종의 공격으로 인한 뇌 조직의 손상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

은 퇴행성 뇌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Balazs L 등, 1994). 따라

서 마우스 뇌 조직을 이용하여 TBA와의 반응 정도를 평가함으

로써 지질과산화물 억제 활성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1E에

나타냈다. EFEL은 양성대조군인 catechin과 동일한 농도에서 유

사한 활성을 나타냈으며, catechin과 EFEL의 IC
50
값을 비교하였을

때, 각각 25.29, 33.18 μg/mL로 EFEL은 지질과산화물 억제 활성

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다량

의 폴리페놀을 함유하는 물질이 우수한 라디칼 소거능과 TBARS

형성 억제능을 지닌다는 Xu 등(2010)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두충

잎에서 phenolic compound에 해당하는 chlorogenic acid와 flavo-

noids에 해당하는 rutin과 quercetin은 각각 DPPH 라디칼 소거 활

성과 리놀렌산 산화 억제 효과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또한 두충 잎에 함유된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및 querce-

tin 3-O-sambubioside는 ascorbic acid보다 더 우수한 DPPH 라디

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Dai 등, 2013; Zhang 등, 2013). 두충 잎

에 함유되어 있는 chlorogenic acid는 scopolamine으로 유도된 인

지 장애 마우스 모델의 해마와 전두엽 조직에서 malondialdehyde

(MDA) 수준을 현저히 감소시켰다(Kwon 등, 2010). 따라서 두충

잎에 함유된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에 의한 우수한 라디칼 소

Fig. 1. Total phenolic contents (A), total flavonoid contents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C),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 and malondialdehyde (MDA) inhibitory effect (E)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Eucommia ulmoides oliver leaf
(E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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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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능과 지질과산화물 억제 활성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보

호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PM
2.5

)로 유도된 세포 내 ROS 함량 측정

해마는 뇌의 영역에서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고 기억하며, 뇌의

다른 부위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Kang 등, 2012). 따라

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이 진행되었을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중요한 부위로,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의 해마에서 유래된 HT22 세포를 실험에 사

용하였다. 해마세포 내 ROS 함량측정은 Fig. 2A에 나타냈으며,

미세먼지 처리군은 대조군(100%)과 비교하였을 때 약 4.44배 높

은 ROS 함량을 나타내었고,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vitamin C

처리군의 ROS 함량은 약 88.20%로 세포 내 ROS를 효과적으로

저해하였다. 또한, 10 μg/mL 농도의 EFEL 처리군에서 세포 내

ROS 함량은 대조군 대비 94.28%으로 나타났으며, 농도별 EFEL

처리군은 미세먼지로 유도된 ROS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뇌 신경세포는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활성산소종에

대해 쉽게 공격받게 되며, 또한 미세먼지(PM
2.5

)는 후각신경을 직

접적으로 통과하여 BBB를 직접 통과하여 뇌 조직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MohanKumar 등,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

간의 뇌 신경세포 유래주인 MC-IXC 세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뇌 신경세포 내 ROS 함량측정은 Fig. 2B에 나타냈으며, 미세먼

지 처리군은 대조군(100%)과 비교하였을 때 약 4.07배 높은 ROS

함량을 나타내었고,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vitamin C 처리군의

ROS 함량은 약 120.28%로 세포 내 ROS를 효과적으로 저해하였

다. 또한, 10 μg/mL 농도의 EFEL 처리군에서 세포 내 ROS 함량

은 92.43%이며, 전체적으로 EFEL 처리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ROS

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Microglia는 뇌에 존재하는 미세아교세포로 중추신경계의 면역

반응에 주로 관여하는 세포이며, microglia의 활성화는 손상된 세

포 제거, 손상 부위로의 이동 및 식세포 작용을 통해 초기 면역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Bozic 등, 2015). 따라서 미세먼지로 인

한 microglia의 세포 독성을 평가하고 EFEL이 가지는 세포 보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BV-2 세포를 사용하였다. 미세아교세포 내

ROS 함량측정은 Fig. 2C에 나타냈으며, 미세먼지 처리군은 대조

군(100%)과 비교하였을 때 약 3.42배 높은 ROS 함량을 나타내

었고,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vitamin C 처리군의 ROS 함량은

약 98.89%로 세포 내 ROS를 효과적으로 저해하였다. 또한, 10

μg/mL 농도의 EFEL 처리군에서 세포 내 ROS 함량은 93.04%이

며, EFEL의 농도별 처리군의 ROS 함량을 보았을 때 모두 미세

먼지 처리군 대비 유의적으로 낮은 ROS 함량을 나타냈으므로,

EFEL은 미세먼지 유도로 생성된 ROS를 억제하는데 우수한 효

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ROS는 정상적인 세포의 전자 전달 과정에서 생성되며 대사 과

정에 필수적으로 작용하나 대기 오염물질, 흡연, 오존과 중금속

노출, 자외선 및 고지방 식단 등의 체외 산화 유발제 등에 노출

되면 과도한 ROS 생성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발된다.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과일과 채소류 등에 존재하는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는 활성 산소 생성을 억제하거나

활성산소종을 제거함으로써 항산화능을 나타내어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Pietta, 2000). 두충 잎에 함유된 chlorogenic acid는 caf-

feic acid와 quinic acid의 ester 결합구조를 나타내며, 이는 과산화

수소로 세포 독성이 유도된 PC12 세포의 세포 사멸 및 ROS 생

성을 억제하고, 세포 내 HO-1, NQO1를 상향조절하고 Nrf2를 하

Fig. 2.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hibition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Eucommia ulmoides oliver leaf

(EFEL) on PM2.5-induced cytotoxicity in HT22 (A), MC-ICX (B)
and BV-2 (C) cells. Results shown are mean±SD (n=5).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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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조절함으로써 세포보호 효과를 나타냈다(Yao 등, 2019). 또한, 두

충 잎의 물 추출물은 1-methyl-4-phenyl-1,2,3,6-tetrahydropyridine

유도 파킨슨성 질환 모델에서 dopaminergic 뉴런 영역의 감소된

길이를 회복시키고, 뇌 영역의 세포 사멸을 억제시켰으며 이는

두충 잎의 물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aucubin, geniposidic acid

등을 포함하는 iridoid 계열 화합물의 활성으로 확인되었다(Zhang

등, 2020). 이와 같이 두충 잎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에 의해서 해마세포, 뇌신경세포 및 미세아교세포에서 미세

먼지로 인해 증가된 세포 내 ROS는 EFEL에 의해 소거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PM
2.5

)에 대한 세포 생존율 측정

해마세포(HT22 cell)에서 미세먼지 처리군의 세포 생존율은 약

72.62%로 대조군(100%)과 비교하였을 때, 1.38배 낮은 세포 생존

율을 나타냈다(Fig. 3A). 양성대조군인 vitamin C 처리군은 약

90.58%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EFEL 처리군에서는 농도

가 증가할수록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50

μg/mL 농도의 EFEL 처리군에서 약 105.34%의 세포 생존율을 나

타냈고, 이는 양성대조군의 세포 생존율보다도 더 우수했다.

인간 유래 뇌 신경세포(MC-IXC cell)에서 미세먼지 처리군의

세포 생존율은 약 63.73%로 대조군(100%)과 비교하였을 때, 1.57

배 낮은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다(Fig. 3B). 양성대조군인 vitamin

C 처리군은 약 73.90%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20 μg/mL

농도의 EFEL 처리군부터는 양성대조군보다 더 높은 세포 생존

율을 나타냈다. 또한, 50 μg/mL 농도의 EFEL 처리군의 세포 생

존율은 97.80%로, 미세먼지로 유도된 세포 사멸에 대해 대조군

과 유사한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다.

미세아교세포(BV-2 cell)에서 미세먼지 처리군의 세포 생존율은

약 38.21%로 대조군(100%)과 비교하였을 때, 2.62배 낮은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다(Fig. 3C). 또한, 양성대조군으로써 vitamin C

처리군은 약 46.37%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으며, EFEL 처리군

에서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생존율 또한 증가하였고 50

μg/mL 처리군에서 세포 생존율은 약 59.46%로 양성대조군보다

더 높은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기에 미세먼지로 유도된 세포 독

성에 EFEL은 우수한 뇌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 Yoo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총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

노이드 함량이 우수한 여러 가지 허브는 DPPH 라디칼 소거능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여

러 허브는 H
2
O

2
로 유도된 hamster의 폐 섬유아세포인 V79-4 세

포 사멸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세포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두충 수피와 잎의 물 추출물은 amyloid-β로 유도

된 PC12에서 세포 생존력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Ca2+의 과도한

유입과 LDH의 방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geniposidic acid

와 chlorogenic acid는 두충 수피와 잎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로

확인되었다(Zhou 등, 2009). 더불어, 두충 잎의 주요 생리활성 물

질인 chlorogenic acid는 corticosterone으로 유도된 PC12 세포 독

성에서 autophagosome의 형성을 억제하고, 자가 포식 경로의 중

심 단백질인 LC3-Ⅱ/LC3-Ⅰ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Shi 등, 2019). 이러한 연구 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두충

잎은 미세먼지로 유도된 뇌 신경세포에서의 ROS 생성과 세포 사

멸을 억제함으로써 우수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가진 소재로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Cell viability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Eucommia

ulmoides oliver leaf (EFEL) on PM2.5-induced cytotoxicity in
HT22 (A), MC-ICX (B) and BV-2 (C) cells. Results shown are
mean±SD (n=5).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두충 잎의 뇌 신경세포 보호 효과 429

Microglial apoptosis 개선 효과

뇌에서 대식세포의 역할을 하는 microglia인 BV-2 세포는 신경

계의 면역세포로 작용하고, BV-2 세포는 외부 및 내부 자극을 통

해 활성화되어 다양한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외부

및 내부 자극으로 인한 염증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신경 퇴

화에 관여하는 신경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Bozic 등, 2015). 따라

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염증반응을 매개하기 위해 세포막에 존재

하는 Toll-like receptor (TLR) 복합체가 활성화되고, 이는 신호 전

달에 의해 세포 증식 및 생존에 관여하는 phosphatidylinositol-3-

kinase (PI3K)/Akt 경로와 세포 자살에 관여하는 c-Jun N-terminal

kinases (JNK) 경로 및 nuclear factor kappa light chain 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κB) 경로 등이 조절된다(Khanna 등,

2015). 하지만 과도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염증반응으로 인한 세

포 자살의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이들은 Akt, JNK, NF-κB 등을

포함하는 전사인자의 인산화를 유도한다. 또한, TNF-α, IL-1β 및

IL-6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과분비하며, caspase-3, caspase-

7과 같은 인자의 발현을 유도해 caspase 의존성 세포 사멸을 유

발한다(Ni 등, 2015; Reuter 등, 2010). PM
2.5
는 이러한 면역계 세

포를 활성화시켜 염증반응을 매개할 수 있으며, BV-2 세포의 활

성화는 뇌 신경염증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뇌 신경세포의 손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2.5
를 처리한 BV-2 세포에서

세포 사멸 및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의 발현 수준을 확인함

으로써 EFEL이 가지는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미세먼지로 세포 독성이 유도된 BV-2 세포에서 TLR4의 발현

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4B에 나타냈고, 미세먼지 처리군은 대

조구보다 약 1.37배 더 높은 TLR4의 발현량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인 vitamin C 처리군에서는 대조군보다 약 0.93배 더 낮은

발현량을 나타냈다. EFEL 처리군은 양성대조군과 유사한 발현량

을 나타냈으며 대조군보다 약 0.92배 더 낮은 발현량을 나타냈다.

또한, JNK 경로의 활성화로 인해 세포 자살에 관여하는 p-JNK

의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Fig. 4C에 나타냈고, 미세먼지 처리군

에서 대조군보다 약 2.13배 더 높은 발현량을 나타냈으며, 양성

대조군인 vitamin C 처리군에서는 대조군보다 약 1.38배 더 낮은

발현량을 나타냈고, EFEL 처리군에서는 대조군보다 약 1.24배 더

낮은 발현량을 나타냈다. 이와 반대로 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Akt

경로의 활성화로 발현되는 p-Akt와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caspase-

3의 활성화 전 상태인 procaspase-3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4D-E와 같으며, 미세먼지 처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0.81배, 0.88배 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vitamin C 처

리군은 미세먼지 처리군 대비 각각 약 0.92배, 0.94배 더 높은 수

준을 나타냈으며, EFEL 처리군에서는 미세먼지 처리군 대비 각

각 약 0.94배, 1.00배 높은 발현량을 나타냈다. 염증반응을 통해

분비되는 tumor necrocis factor-alpha (TNF-α)가 과발현이 이루어

지면 이는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더욱더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세

포 및 조직의 산화를 더욱 촉진시킨다. 따라서 BV-2 세포의 미

세먼지 처리군의 TNF-α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4F에 나타

냈고, 대조군보다 1.24배 더 높은 발현량을 나타냈으며 vitamin C

처리군은 1.15배 낮은 발현량을 나타냈다. 반면 EFEL 처리군에

서는 대조군 대비 약 1.06배 더 낮은 발현량을 나타냈으며, 결과

적으로 EFEL은 과도한 염증반응을 억제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세포 사멸 경로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Luo 등(2014)

의 연구에서는 두충 잎의 정제수 추출물로부터 NO 생성의 억제

를 나타내는 주요 생리 활성 물질인 genipin과 4-(1,2-dime-

thoxyethyl)benzene-1,2-diol을 분리하였고, genipin은 PI3K/Akt 신

호 전달 경로를 통해 항염증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4-(1,2-dime-

thoxyethyl)benzene-1,2-diol은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의 인산화를 억제하고 TNF-α의 발현을 감소시켜 신경 퇴

행성 질환의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두충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로 알려진 aucubin은 iridoid glycoside이며, 이

는 IL-1β로 자극된 연골세포에서 MMP-3, MMP-9, COX-2 및

iNOS 수준과 NO 생성의 유의한 감소를 유도했으며, NF-κB 신

호 전달 경로의 조절 작용을 통해 항염증 효과를 나타냈다(Wang

등, 2015).

결과적으로 EFEL은 높은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

량과 우수한 항산화 능력을 기반으로 미세먼지로 유도된 뇌 신

경 및 면역세포 내 증가된 ROS 수준을 감소시켰으며, 세포 생

존율을 증가시킴에 따라 세포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미세먼지로 과다 활성화된 BV-2 세포에서 TLR4의 발현

증가를 조절하고 JNK/Akt를 조절하였으며, procaspase-3의 증가와

TNF-α의 감소를 유도함에 따라 EFEL은 미세먼지로 유도된

microglia 세포에서 시작될 수 있는 사멸 및 염증반응에 대한 개

선 효과를 나타냈다.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분석

EFEL의 생리활성물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HPLC 분석을 진행

하였다. 표준물질과 EFEL의 HPLC 분석 결과는 254 nm 파장에

서 분석하여 Fig. 5에 나타냈으며, EFEL의 HPLC 분석 결과는

표준물질의 머무름시간(retention time)과 유사성(similarity)을 비교

하여 나타냈다. 따라서, EFEL의 9.16분에 측정된 peak는 chloro-

genic acid와 97.38%의 유사성을 나타냈으며, 10.57분에 측정된

peak는 rutin과 96.63%의 유사성을 나타냈다. Chlorogenic acid와

rutin의 함량은 각각 173.16 μg/mg of dried weight 및 95.08 μg/

mg of dried weight으로 확인되었다. Rutin은 flavonoids계의 quer-

cetin의 C-3위치에 rutinose가 치환되어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Yang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rutin은 환원력, 초과산화물 이온, 과산

화물 이온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등에서 우수한 항산화력을

나타냈다. 또한, rutin은 high mobility group box 1 (HMGB 1)

단백질로 매개된 세포의 염증반응을 조절하고, HMGB 1 유도성

혈관 염증 모델 마우스에서 투과성 및 백혈구의 이동을 억제하

였으며, TNF-α와 IL-6 및 NF-κB의 활성화를 억제하였다(Yoo 등,

2014). 또한, rutin은 지주막하 출혈(subarachnoid hemorrhage)로 유

도된 신경염 모델 마우스에서 NF-κB를 포함하는 염증성 사이토

카인의 수준을 감소시켰으며, 뇌 부종, BBB 파괴 및 신경세포

사멸과 같은 뇌 손상을 개선함으로써 항염증의 효능이 확인되었

다(Hao 등, 2016). Chlorogenic acid는 caffeic acid와 quinic acid

의 ester 결합이며, 이는 lignin 생합성의 중요한 중간체이다. Yao

등(2019) 연구에 따르면 chlorogenic acid는 DPPH 라디칼 소거능

과 철 환원 능력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 ascorbic acid와

BHT보다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또한, Yao 등(2019)

에서 chlorogenic acid는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PC12 세포 독성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보였으며, Hwang 등(2014)의 연구에

서는 lipopolysaccharide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 대

한 iNOS 유도 및 NO 생성을 억제하고 IL-1β, TNF-α및 IL-6를

포함하는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의 억제를 보고함으로써

chlorogenic acid의 항염증에 대한 기능성을 나타냈다. 흡수된 rutin

은 BBB를 직접적으로 통과해 뇌 조직에서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chlorogenic acid는 그 자체

의 화학적인 구조로 뿐만 아니라, 생체 내 대사과정을 통해 대사

된 2차 산물을 형태로 BBB를 통과하여 중추신경계에 작용함이

보고되었다(Ito 등, 2008; Youdim 등, 2004). 이러한 결과들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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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ell protective effect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Eucommia ulmoides oliver leaf (EFEL) on apoptosis pathway of PM
2.5

-

induced cytotoxicity in BV-2 cell. Band images of western blot (A), the expression level of TLR4 (B), p-JNK (C), p-Akt (D), procaspase-3 (E)
and TNF-α (F) in BV-2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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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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미세먼지로 유도된 뇌 신경세포 독성에 대해 EFEL이

가지는 세포보호 효과는 EFEL에 함유되어 있는 rutin, chlorogenic

acid 및 관련 생리활성 물질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

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의 명확한 분석을 위해 liquid chromatog-

raphy/mass (LC/MS) 및 MS2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두충 잎의 분획물을 이용하여 미세먼지(PM
2.5

)

로 유도한 in vitro 뇌 신경세포 독성에 대한 항산화 활성 및 세

포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EFEL은 우수한 ABTS 및 DPPH 라

디칼 소거능을 나타냈으며, 지질과산화물 억제활성에서 양성대조

군인 catechin과 동일한 농도에서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다. 또한,

EFEL은 미세먼지로 유도된 해마세포(HT22), 뇌신경세포(MC-IXC)

및 미세아교세포(BV-2) 내의 ROS 수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주었으며, 세포 생존능을 증가시킴으로써 세포보호 효과를 나타

냈다. 미세먼지로 활성화된 BV-2에서 EFEL은 세포 활성화와 관

련된 세포막 수용체인 TLR4와 p-JNK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또

한, 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caspase-3 활성화 전 단계인 procaspase-

3와 세포 생존 경로에 관여하는 p-Akt 발현의 증가된 수준을 나

타냈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써 증가된 TNF-α의 수준을 감소

시켰다. EFEL의 생리활성 물질을 HPLC로 분석한 결과, rutin과

chlorogenic acid가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두충 잎의 아세트산

에틸 분획물은 우수한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

타냄으로써 높은 항산화능을 보였으며, 미세먼지로 유도된 산화

적 스트레스에서 사멸 및 염증반응을 조절하여 뇌 신경세포를 보

호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EFEL은 미세먼지로 유도된 염증성 뇌

Fig. 5. HPLC chromatogram of standard compounds (chlorogenic acid and rutin) (A) and ethyl acetate fraction from Eucommia

ulmoides oliver leaf (EFEL) (B) at 254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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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 관련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소

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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