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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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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iculate matter (PM) causes oxidative stress and can rapidly diffuse from the lung to the blood and
accumulate in the liver when inhaled. Natural antioxidants can be used to protect against oxidative stress caused by PM.
Sargassum horneri, a brown seaweed, possesses antioxidative activity and is a good source of functional food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potential of S. horneri extract (SHE) in the livers of PM-induced asthmatic mice.
PM inhalation triggered lipid peroxidation and oxidative stress, and SHE treatment attenuated malondialdehyde in the liver
of mice with PM-induced asthma. Furthermore, SHE mitigated the increase in catalase activity. Importantly, SHE reduced
the activity of 8-oxoguanine glycosylase (OGG1), a DNA repair enzyme. These results suggest that SHE has antioxidant
potential for moderating PM-induced oxidative stress and DNA damage in the liver of asthmatic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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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생활 환경의 변화로 노화를 포함한 각종 질병을 일으키

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인체 내 안정한 상태의 산소가 공해 물질과 같은 환경적 요

인에 의하여 superoxide anion radical, hydroxyl radical (·OH),

peroxide radical 및 singlet oxygen과 같은 반응성이 큰 ROS로 전

환된다고 알려져 있다(Kim 등, 2009). ROS는 세포 내에서 DNA

및 지질을 산화시킴에 따라 lipid peroxide 등을 생성하여 독성을

유발하고 체내의 염증반응을 유도한다(Quijano 등, 2016). 또한 세

포 또는 조직 내 항산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 과잉 생

성되는 ROS를 완전히 소거하지 못하면서 lipid peroxidation,

protein denaturation, oxidative DNA damage와 같은 산화적 손상

을 유발한다(Lemasters과 Jaeschke, 2020; Qiu 등, 2019).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되었을 때 간은 병리적으로 손상이 흔하게 일어

나는 주요 장기이므로 간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의 유무를 확인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Lemasters과 Jaeschke, 2020).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된 환경적 요인으로 알려진 미

세먼지는 독성을 유발하는 유기탄소(organic carbon), 전이 금속

(transition metal), 무기 화합물(inorganic elements), 다환 방향족 탄

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등 다양한 생물학

적 오염물질을 포함한 복합 혼합물이다(Chen 등, 2015). 특히, 미

세먼지에 포함된 전이 금속은 Fenton reaction을 통해 hydroxyl

radical 생성을 촉진하며, 생성된 hydroxyl radical은 amino acids,

phospholipid, DNA 염기 등과 빠르게 반응하여 산화적 손상을 일

으킨다(Crobeddu 등, 2017).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μm 이하인

PM10과 2.5 μm 이하인 PM2.5로 구분되며, 미세먼지의 지름 크기

에 따라 코와 점막을 통해 체내 흡수가 가능해지고(5-10 μg/m3)

호흡기를 통과하여(2-5 μg/m3) 폐포 손상을 일으키며 혈액을 따라

신체에 침착되어(0.1-1 μg/m3) 인체 내 산화적 스트레스 및 손상

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었다(Burnett 등, 2014; Park 등, 2019). 미

세먼지 노출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는 대사증후군 뿐만

아니라 간 손상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Ding

등, 2018). 또한 간의 산화적 스트레스는 면역반응 및 염증반응

을 통해 항산화 방어계 불균형을 유도하고 각종 질환을 일으킨

다(Scheffler 등, 2018). 따라서 간의 산화적 DNA 손상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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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oxoguanine glycosylase (OGG1)과 같은 DNA 수복효소(DNA

repair enzym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cheffler 등, 2018). 이

전 연구에 따르면 폐로 흡입된 미세먼지는 혈액 순환을 통해 전신

으로 이동하고 결국 간에 축적되거나(Ya 등, 2018), 흡입으로 기도

에 축적된 미세먼지는 기도 점액질에 의해 위장과 대장에 노출되

어 간에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edersen 등, 2017).

그러므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미세먼지는 간에서 산화적 스트레

스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조류는 무기질 및 복합다당류의 함량이 높아 다양한 생리활

성을 갖는 천연자원으로 최근 들어 해조류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Kim 등, 2018). 그 중 괭생이모자반(Sargassum

horneri)은 모자반과(Sargassaceae) 모자반속(Sargassum)에 속하는

갈조류로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동

·남해안과 제주도에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Boo 등, 2020; Kim

등, 2019). 괭생이모자반은 대형 갈조류로 군락을 형성하기 때문

에 양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중국해에 서식하

는 괭생이모자반의 유조 현상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제주지역 해

변가와 해안 및 연근해 양식장에 피해를 주어 문제가 되고 있다

(Jun 등, 2011; Moon 등, 2018). 반면 괭생이모자반은 비타민, 아

미노산, 다당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이 풍부하여

항산화 및 항염 등의 생리활성이 보고되었으며(Herath 등, 2019;

Kim 등, 2019; Shipeing 등, 2015), 자외선 및 미세먼지에 의해 손

상된 피부 각질세포(keratinocyte)에서 항산화 및 항염 효능이 보

고되었다(Fernando 등, 2018; Fernando 등, 2020). 이전 연구에서

괭생이모자반 추출물(Sargassum horneri extract, SHE)의 총 폴리

페놀 함량은 67.58 mg GAE/g이였으며, 그 중 gallic acid가 8.26

mg/g으로 SHE가 미세먼지로 유도된 산화에서 in vitro ROS 소거

및 금속 킬레이팅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Herath 등, 2020b;

Lee 등, 2020). 또한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 모델에

서 면역반응 활성화 및 점액 물질 분비 증가에 대한 SHE의 손

상 방어 효능을 확인하였다(Herath 등, 2020c; Lee 등,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미세먼지가 천식

마우스 간 조직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

사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에서 괭생이모

자반 추출물에 의한 항산화 효소 발현 및 DNA 수복효소의 발

현을 측정하여 괭생이모자반의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가능성

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괭생이모자반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CRM No. 28)는 10년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포집한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일본 국립환경연구원(Ibaraki, Japan)

으로부터 구입하였다. 10 µm 이하 직경을 가진 PM10이 99%이며,

중금속으로는 Na, Mg, Al, K, Ca, Ti, Fe, Zn이 각각 0.80, 1.40,

5.05, 1.37, 6.69, 0.29, 2.92, 0.11% 함유되어 있다. 특히,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는 fluoranthene, pyrene,

benzo (a) anthracene, benzo (b) fluoranthene, benzo (k)

fluoranthene, benzo (a) pyrene, benzo (ghi) perylene, and indeno

(1, 2, 3-cd) pyrene 등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으며 그 함량은

0.9-4 mg/kg이다. 실험 전 미세먼지를 마우스에 처리하기 위하여

saline에 현탁 후 사용하였다.

괭생이모자반 추출물 제조에 사용된 괭생이모자반은 제주 앞바

다에서 채취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Dasan, Wando, Korea).

괭생이모자반의 염분 및 불순물 제거를 위해 흐르는 물에 수세하

고 건조시켜 분말화하였다. 괭생이모자반 분말 100 g을 70% 에탄

올 2 L와 혼합하여 12시간 동안 70oC에서 추출하였으며, 원심분

리(5,000×g, 10분)하여 얻은 상층액을 수분함량이 60%가 될 때까

지 농축하여 괭생이모자반 추출물(SHE)로 제조한 후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

실험 동물은 7-8주령 암컷과 수컷 BALB/c 마우스(OrientBio,

Seongnam, Korea)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동물은 아무것도 처

리하지 않은 무처리군(vehicle), 미세먼지를 단독으로 흡입시킨 미

세먼지단독흡입군(PM only), ovalbumin (OVA; A5503, 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 감작으로 인해 천식을 유도한

천식유도군(OVA only), OVA 감작 이후 미세먼지를 흡입시킨 미

세먼지흡입 과민성천식유도군(OVA+PM), SHE 200 mg/kg을 병행

투여한 SHE 200병행투여군(OVA+PM+SHE 200), SHE 400 mg/

kg을 병행 투여한 SHE 400병행투여군(OVA+PM+SHE 400), 천

식 치료 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약물인 prednisone (P6254, 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병행 투여한 양성대조군

(OVA+PM+Prednisone)으로, 7개 그룹으로 나누었으며, 그룹 당

4-8마리씩 무작위 배정하였다. 사육실의 온도는 24±1oC, 습도는

60±5%로 유지하였고, 사료(5L79, OrientBio)와 음수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마우스에 미세먼지 및 면역증강제인 OVA를

이용하여 천식 상태를 유발하는 방법과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OVA 10 μg을 alum (77161, Thermo Scientific,

Rockford, MA, USA) 2 mg와 혼합하여 OVA only, OVA+PM,

OVA+PM+SHE 200, OVA+PM+SHE 400, OVA+PM+Prednisone

에 1회 감작시켰다. OVA 감작 14일 후 nebulizer (NE-U780,

Omron Healthcare Co., Ltd., Kyoto, Japan)를 이용하여 5 mg/m3

의 미세먼지 농도로 PM only, OVA+PM, OVA+PM+SHE 200,

및 OVA+PM+SHE 400, OVA+PM+ Prednisone군에 7일간 노출

시켰다.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전 OVA+PM+SHE 200과 OVA+

PM+SHE 400군은 각각 SHE 200 mg/kg, SHE 400 mg/kg의 농

도로 경구 투여하였으며, OVA+PM+ Prednisone군에는 5 mg/kg의

농도로 prednisone을 경구 투여하였다(Herath 등, 2020c). Vehicle,

PM only, OVA only, OVA+PM군은 saline을 경구 투여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 승인을 받았

으며(승인번호 No. 2018-0021), 모든 실험은 제주대학교 동물실

험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하였다.

지질과산화물 함량

천식 마우스 모델의 간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의 바이오마커인

malondialdehyde (MDA)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lipid

peroxidation assay를 수행하였다(Herath 등, 2020a). NE-PER®

nuclear and cytoplasmic extraction kits (78833, Thermo

Scientific, Rockford, MA, USA)를 이용하여 간 조직에서 단백질

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단백질 80 μg과 10% (w/v) trichloroacetic

acid (TCA; 100807, Merck, Darmstadt, Germany)를 혼합하여 10

분 동안 얼음에서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과 동

일한 양의 0.67% (w/v) thiobarbituric acid (TBA; A12681,

Thermo Scientific, Rockford, MA, USA)를 혼합하여 100oC에서

10분 동안 가열하였다. 실온에서 식힌 혼합물을 원심분리(1,000×g,

10분, 4oC)하여 얻은 상층액 100 μL를 96 well plate에 넣어

532 nm에서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microplate

reader (UVM 340, ASYS Hitech GmbH, Salzburg, Austria)를 이

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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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ase 활성

Levy 등(2001)의 방법에 따라 천식 마우스 모델의 간에서 항

산화 효소인 catal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균질한 간 조직의 상층

액과 phosphate buffer (50 mM K2HPO4, 50 mM KH2PO4, pH

7.0)를 1:1 (v/v)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이후 30 mM H2O2가 들어

있는 석영 큐벳에 동일한 용량의 혼합액을 넣어 240 nm에서 1분

동안 흡광도 변화를 분광광도계(OPRIZEN 2120UV,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로 측정하였다. Catalase 효소 활성은 1분당

1 μmole의 H2O2를 분해하는 양으로 나타내었다.

Western blot 분석

NE-PER® nuclear and cytoplasmic extraction kits (Thermo

Scientific, Rockford, MA, USA)를 이용하여 마우스 간 조직의 단

백질을 추출하였다(Herath 등, 2020c). 추출된 단백질 60 μg을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을 실시하였

으며, 분리된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에 옮긴 후 2%

skim milk로 상온에서 1시간 처리하였다. 이 후 1차 항체인

CuZnSOD (1:10,000, sc-17767,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MnSOD (1:1,000, 06-984, Merck Millipore,

Burlington, MA, USA), catalase (1:500, sc-50508, Santa Cruz,

CA, USA), 8-oxoguanine glycosylase (OGG1, 1:1,000, NB100-

106, Novus Biologicals, Centennial, CO, USA), β-actin (1:2,000,

A5316,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lamin B

(1:750, sc-374015, Santa Cruz, CA, USA)를 4oC에서 하룻밤 동

안 반응시킨 후 다시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이 후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으로 세척한 membrane을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secondary antibodies anti-mouse

IgG (1:2,000, 81-6520, Invitrogen, Waltham, CA, USA), anti-

rabbit IgG (1:2,000, sc-2783, Santa Cruz, CA, USA), anti-goat

IgG (1:2,000, sc-2354, Santa Cruz, CA, USA)와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PBS로 세척하여, Westar EtaC 2.0 (XLS070P,

XLS070L, Cyanagen Srl, Bologna, Italia)을 처리하였으며 Fusion

Solo (Fusion-SL4, Viber Lourmat, Eberharzardzell, Germany)를

이용하여 밴드 이미지를 얻었다. 밴드 이미지는 ImageJ software

(v1.46,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를 이

용하여 발현 강도를 측정하였고, 세포질 단백질은 β-actin과 핵

단백질은 lamin B와 발현 정도를 비교하였다.

면역조직화학(immunohistochemistry) 염색

마우스 간 조직을 중성 완충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파라핀 블

록을 제작하였다. 파라핀 블록을 3 μm로 박절하여 조직을 슬라

이드에 부착한 뒤, xylene에서 5분간 3단계를 걸쳐 탈 파라핀화

하고 100, 95, 90, 80, 70% 에탄올에 순차적으로 담가 함수시켰

다. 항원성 부활화를 위하여 citrate 완충액(10 mM, pH 7.0)을 예

열한 후 조직을 담가 5분간 열처리하고 PBS에 수세하였다. 조직

의 내인성 peroxidase를 억제하기 위하여 30분간 0.3% 과산화수

소 용액에 담가 두었고, 비특이적 면역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blocking goat serum을 30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1차 항체로는

catalase (1:200, Santa Cruz, CA, USA)와 OGG1 (1:100, Novus

Biologicals, Centennial, CO, USA)을 사용하여 4oC에서 하룻밤 동

안 반응시킨 후 다시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2차항체로는

biotinylated anti-rabbit IgG (BA-1100, Vector Laboratories,

Peterborough, UK)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45분간 반응시켰다. 이

후 ABC solution (Vectastain® Elite® ABC kits, PK-6100, Vector

Laboratories, Peterborough, UK)과 diaminobenzidine (DAB)

solution (DAB Peroxidase Substrate Kit, SK-4100, Vector, Burlingame,

CA, USA)로 발색하였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조직을 hematoxylin

용액으로 대조 염색하였다. 이를 70, 80, 90, 95, 100% 에탄올에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탈수한 후 xylene으로 투명화하여 봉입하였

다. 사진은 Olympus DP-72 (Olympus, Tokyo, Japan)을 이용하여

200배, 400배의 광학배율에서 촬영하였으며, 양성세포와 음성세

포의 비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냈다(Herath 등, 2020c).

통계 처리

각 실험결과는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냈고, 통계 분석은 일

원배치 분산분석법(ANOVA)을 SPSS (IBM Co.,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p<0.05, p<0.01 및 p<0.005의 수

준에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세포막 지

질과산화에 대한 SHE의 항산화 효과

미세먼지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SHE의 항산화 효

과를 확인하고자 세포막 지질과산화의 최종 산물인 malondialdehyde

(MDA) 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1). Vehicle군에 비하여 PM

only군에서는 MDA 함량이 2.3 μM MDA/mg 증가하였으며

(p<0.01), OVA only군, OVA+PM군에서는 각각 1.6, 1.7 μM

MDA/mg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OVA+PM+SHE 200군, OVA+PM+SHE 400군에서는 각각 1.0,

1.4 μM MDA/mg 차이로 유의적인 감소를 확인하였으며(p<0.05,

p<0.05), 특히 OVA+PM+SHE 400군은 양성대조군인 OVA+PM+

Prednisone군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MDA는 세포 독성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lipid peroxidation의 지표로서 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의한 다가불포화지방산의 손상에 의해

생성되며 in vitro 및 in vivo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다(Rio 등, 2005). 본 연구와 유사하게 간 세포주인 LX-

2 세포와 primary hepatic stellate 세포에서도 미세먼지에 의해

ROS가 증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MDA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Qiu 등, 2019). 따라서 미세먼지를 흡입한 마우스의 MDA함

량이 증가한 것은 간 조직의 산화적 스트레스 발생을 의미하며

ROS 생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Pardo 등(2018)의 연구에 따

르면, 미세먼지 흡입 마우스에서 간은 2차 노출 장기임에도 불구

하고 1차 노출 장기인 폐 조직에 비하여 lipid peroxidation에 의

한 MDA 함량이 높았다. 이는 친유성인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를 함유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흡입할 때 인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있는 세포막에 PAHs가 결합하여 미세먼지

를 흡입한 마우스의 간 혹은 지방 조직에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이에 따라 간 조직에서 lipid peroxidation의 정도가 폐 조직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ardo 등,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미세먼지도 fluoranthene, pyrene, benzo (a) pyrene 등의

PAHs가 0.9-4 mg/kg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PM only군에서 다른

실험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MDA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SHE를 병행 투여하였을 때 MDA 함량이 감소하

였으며 이는 SHE가 hydrogen peroxide, superoxide anion,

hydroxyl radical 등의 ROS를 소거한다는 결과에 따라 SHE가 미

세먼지 흡입으로 인한 세포막 지질과산화에 항산화 효능을 나타

낸 것으로 생각된다(Lee 등, 2020). 따라서 SHE가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 간 조직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항산

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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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SHE가 항

산화 효소 발현량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에 노출된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SHE에

의한 항산화 효소 발현량의 변화를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하였

다(Fig. 2). Vehicle군에 비하여 OVA+PM군에서 CuZnSOD 및

catalase가 각각 3.44 및 6.83배로 증가하였다(p<0.05). 특히,

catalase는 PM only군, OVA only군에서도 각각 2.79 (p<0.05),

5.66 (p<0.005)배로 증가하였다. 반면, OVA+PM+SHE 200군 및

OVA+PM+SHE 400군에서는 CuZnSOD가 각각 2.57, 1.79배,

catalase가 각각 2.04, 2.80배로 감소하였지만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MnSOD는 모든 처리군에서 발현의 유의성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고 CuZnSOD 및 catalase와 비교했을 때에도 발

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Fig. 2C). 하지만 SHE를 병행

투여하였을 때는 MnSOD의 발현량이 vehicle군과 유사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2C).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담배연기에 노

출된 렛트에서 간 조직의 CuZnSOD 및 MnSOD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고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 병행 투여에 의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Ueta 등,

2003). 또한 Ribeiro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노출에

의해 마우스 간 조직의 catalase 활성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Qiu

등(201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간 세포주인 LX-

2 세포와 primary hepatic stellate 세포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SOD 및 catalase 발현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포집된 미세먼지의 조성이나 노출된 농도에 따라 항산화

효소 발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항산화제

투여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된 항산화 효소 발현을 감

소시키거나,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감소된 항산화 효소 발현을

증가시켜 세포 내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보고되었다(Panieri과

Santoro, 2016). 특히 항산화제로서 폴리페놀은 항산화 효소의 활

성을 유지하거나 조절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한다(Das 등,

Fig. 1. The antioxidant effect of SHE on the level of

malondialdehyde (MDA) in the liver of asthma mice model. The
MDA levels in liver tissue are presented. Data represent the mean±
standard deviation (SD) (n=3). **p<0.01 represent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to vehicle and †p<0.05, ††p<0.01 represent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OVA+PM.

Fig. 2. The expression of antioxidant enzymes in the liver of asthma mice model. The expression of CuZnSOD (A), MnSOD (B), and
catalase (C)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Data represent the mean±SD (n=2). *p<0.05, ***p<0.005 represent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to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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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pression of catalase (CAT) in the liver of asthma mice model determined by using immunohistochemistry (A-N). The
expression of vehicle (A, H), PM only (B, I), OVA (C, J) only, OVA+PM (D, K), OVA+PM+SHE200 (E, L), OVA+PM+SHE400 (F, M),
OVA+PM+Prednisone (G, N), catalase positive cells/site (O), and catalase activity (P) in the liver. Data represent the mean±SD (n=2). *p<0.05,
**p<0.01, ***p<0.005 represent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to vehicle and †p<0.05, ††p<0.01 represent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OVA+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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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선행 연구에서 SHE는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hydrogen

peroxide, hydroxyl radical을 소거하는 등의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여(Lee 등, 2020) 본 연구결과에서도 SHE의 항산화 활성이 미

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 간 조직에서 항산화 효소 발현

량의 변화를 조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SHE가

catalase 발현 조절 및 활성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catalase의

발현 및 활성을 측정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Catalase 양성세

포는 간 세포의 세포질에서 발현되었으며(Fig. 3A-N), vehicle군에

서 catalase 양성세포가 7%인 것에 비해 PM only군, OVA only군,

OVA+PM군에서는 각각 14, 20, 46%로 유의적인 증가를 확인하

였다(p<0.01, p<0.05, p<0.005, Fig. 3O). 반면 OVA+PM군과 비

교하여 OVA+PM+SHE 200군에서 26.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지만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OVA+PM+SHE 400군, OVA+

PM+Prednisone군에서 catalase 양성세포가 각각 12, 11%로 유의

적인 감소를 나타냈다(p<0.01, Fig. 3O). 이와 유사하게 vehicle군

에서 catalase 효소 활성이 2.88 U/mg protein인 것에 비해

OVA+PM군에서 7.82 U/mg protein으로 증가하였다(Fig. 3P). 반

면 OVA+PM군과 비교하여 OVA+PM+SHE 200군에서는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나, OVA+PM+SHE 400군 및 OVA+PM+

Prednisone군에서 3.49와 4.19 U/mg protein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다(p<0.01, p<0.005). Pardo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silica

dioxide, diesel engine-carbon black 등 다양한 종류의 미세먼지가

HepG2 세포에 처리되었을 때 catalase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이

와 유사하게 Duda 등(2016)의 연구에서도 간 조직에서 ROS와

MDA 함량이 증가하였을 때 catalase의 활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catalase가 증가된 HepG2 세포에 톱니모

자반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catalase 활성이 감소하였다(Lim 등,

2018). 이 결과는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

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의해 catalase의 발현 및 활성이 증가하였

고, SHE 투여로 catalase 발현 및 활성이 감소하였다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SHE가 catalase를 조절하여 항산화 방어계

균형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SHE가 산

화적 DNA 손상의 수복효소인 OGG1 발현량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 간 조직에서 산화적 스트

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구아닌(guanine) 손상의 수복효소(repair

enzyme)인 OGG1 발현량을 측정하였다(Fig. 4). Vehicle군에 비해

PM only군, OVA only군 및 OVA+PM군 간의 세포질에서 OGG1

이 1.66, 1.24, 1.56배로 증가하였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Fig. 4B). 또한 OVA+PM군에 비해 OVA+PM+SHE 400군 및

OVA+PM+Prednisone군에서 각각 1.24, 2.36배큼 감소하였지만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4B). 반면, 간의 핵 단백질에

서 OGG1은 vehicle군에 비해 OVA only군, OVA+PM군에서 각

각 3.07, 4.07배로 증가하였으며(p<0.05, p<0.005), OVA+PM+

SHE 400군과 OVA+PM+Prednisone군에서 6.29, 10.05배로 유의

적인 감소를 보였다(p<0.01, Fig. 4C). 8-Oxoguanine 결손에 대한

Fig. 4. The expression of OGG1 determined as the level of DNA damages in liver of asthma mice model. The expression of OGG1 in
cytoplasm (A) andOGG1 in nucleus (B)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Data represent the mean±SD (n=2). *p<0.05, **p<0.01
represent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to vehicle and ††p<0.01 represent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OVA+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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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xpression of of 8-oxoguanine glycosylase (OGG1) in the liver of asthma mice model determined by immunohistochemistry
(A-N). The expression of vehicle (A, H), PM only (B, I), OVA only (C, J), OVA+PM (D, K), OVA+PM+SHE200 (E, L), OVA+PM+SHE400 (F,
M), OVA+PM+Prednisone (G, N), and OGG1 positive cells/site (O) in the liver. Data represent the mean±SD (n=2). *p<0.05 represent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to vehicle and ††p<0.01 represent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OVA+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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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G1의 DNA base excision repair (BER)는 주요 DNA repair

pathway로 알려져 있으며(Luceri 등, 2018), OGG1은 산화적 스트

레스에 의한 DNA 손상과 관련되어 환경인자에 대한 타겟 장기

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상을 확인하는 지표로서 연구되어

왔다(Riis 등, 2020). 특히 OGG1은 산화적 DNA 손상에 의해 생

성된 8-Hydroxydeoxyguanosine (8-OHdG)의 축적을 방어하고 유

전적인 안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

서 OVA only군 및 OVA+PM군에서 OGG1의 증가는 간 조직에

서 산화적 DNA 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Scheffler 등, 2018).

Knudsen 등(2015)의 연구에서도 미립자 물질인 micelles과

liposomes에 7일간 노출된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proinflammatory

cytokine들과 동시에 OGG1이 증가하였고 Dybdahl 등(2003)의 연

구에서도 미세먼지와 유사한 diesel particles에 노출된 렛트의 간

에서 산화적 DNA 손상이 증가함에 따라 OGG1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

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산화적 DNA 손상의 증가로 OGG1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Josephine 등(2008)의 연구에 따르

면 괭생이모자반과 같은 모자반속인 Sargassum wightii 추출물을

마우스에 투여했을 때 간 조직의 산화적 DNA 손상이 감소되었

다. 이상의 결과에서 미세먼지가 유도한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산화적 DNA 손상의 수복효소인 OGG1이 증가한다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SHE 병행 투여 시 OGG1이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SHE가

OGG1 발현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OGG1의 발

현 변화를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확인하였다(Fig. 5). PM only

군, OVA only군에서 OGG1 양성세포는 간 세포의 세포질에서 발

현되었으며(Fig. 5B, C, I, J), OVA+PM군에서는 세포질과 핵에서

OGG1의 발현을 확인하였고 OGG1 양성세포의 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Fig. 5D, K). 반면, OVA+PM군과 비교하여

OVA+PM+SHE 200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OVA+PM+SHE 400군 및 OVA+PM+Prednisone군에서는 간 세포

의 세포질과 핵에서 모두 OGG1의 발현이 감소하였으며 OGG1

양성세포의 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5E, F, G, L, M, N).

Vehicle군에서 간 조직의 OGG1 양성세포가 16.5%인 것에 비해

PM only군, OVA+PM군에서 각각 40.8, 80%로 유의적인 증가를

확인하였다(p<0.05, p<0.05, Fig. 5O). 반면 OVA+PM군과 비교하

여 OVA+PM+SHE 200군에서 OGG1 양성세포가 75.2%로 차이

가 없었으나, OVA+PM+SHE 400군과 OVA+PM+Prednisone군에

서 각각 32.1, 11.7%로 감소하였다(p<0.05, p<0.01, Fig. 5O).

Bartz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8-OHdG의 축적에 의해 OGG1

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OGG1은 전체 간 세포에 염색되는 것이

아닌 간 조직 중 일부 구역에서만 각각의 다른 강도로 발현한다

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의 OGG1 발현 양상과도 유사

하였으며, 마우스 간 조직의 OGG1 양성세포의 수가 미세먼지 흡

입에 의해 증가한 것을 보아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

의 간 조직에서 산화적 DNA 손상에 의해 8-OHdG가 축적되어

OGG1이 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SHE 400 mg/kg을 병행

투여 시 마우스 간 조직의 OGG1 양성세포가 감소하여, 이는

SHE의 항산화 작용으로 간 조직의 산화적 스트레스가 감소하였

고 OGG1 양성세포 또한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Josephine 등,

2008). 결론적으로 미세먼지가 유도한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산화적 DNA 손상에 의해 OGG1 양성세포의 수가 증

가하였고 SHE 병행 투여 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호흡기를 통한 미세먼지 노출이 과민성 천식 마

우스 간 조직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괭생이모자반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평가하였다. 세

포막 지질과산화의 최종 산물인 MDA와 항산화 효소인 catalase

가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증가하였

으며 SHE 병행 투여 시 감소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증가한 산화적 DNA 손상 수복효소

인 OGG1은 SHE의 병행 투여 시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괭생

이모자반이 미세먼지 흡입 과민성 천식 마우스의 간 조직에서 산

화적 스트레스 및 산화적 DNA 손상에 대해 항산화 효과를 나

타냈다. 따라서 괭생이모자반이 미세먼지에 의한 산화적 손상을

보호하는 식품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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