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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inach (Spinacia oleracea L.), a green leafy vegetable, is well known as a functional food due to its biological activities.

Vascular calcification is associated with several disease conditions including atherosclerosis, diabetes, and chronic kidney

disease (CKD), and is known to raise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s related morbidity and mortality. However, there are

no previous studies that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ermented spinach exract (FSE) against aortic and its underlying

mechanism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and action of possible mechanisms of FSE on inorganic

phosphate (PI)-induced vascular calcification in ex vivo mouse aortic rings. PI increased vascular calcification through

calcium deposition in ex vivo aortic rings. FSE inhibited calcium accumulation and osteogenic key marker,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Runx2), and bone Morphogenetic Protein 2 (BMP-2) protein expression in ex vivo aortic rings. And,

FSE inhibited PI-induced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and p38 phosphorylation in ex vivo aortic rings. These

results show that FSE can prevent vascular calcification which may be a crucial way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vascular disease association with vascular cal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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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혈관에 칼슘이 축적되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혈관 석회화

는(vascular calcification) 동맥경화, 당뇨, 만성신부전 환자에

서 흔히 발생한다. 최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지용성 비타민 K 섭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천연물 소재의 혈관석회화의 치료를 위한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로, 10-dehydrogingerdione (10-DHGD), apocynin, curcumin,

diosgenin, ellagic acid, gallic acid, gingko biloba extracts,

puerarin, quercetin, resveratrol, silybin, and vitamin E에

대한 in vitro와 in vivo 실험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Chao

et al. 2019).

시금치(Spinacia oleracea L.)는 우리나라에서는 1500년대

부터 이용되고 있는 대표 식재료로,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

로틴과 비타민 C,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 K와 클로로필을 포함하고 있는 녹황색 엽채

류이다(Kim et al. 1993; Lee et al. 2005).

비타민 K는 혈액응고 및 골 대사 기능을 가지며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와 같은 녹색 채소에 다량 존재하는 비타민

K1 (필로퀴논; Phylloquionone)과 동물성인 고기, 치즈, 유제

품, 달걀 등에 존재하거나 미생물에 의해 합성되는 비타민

K2 (메나퀴논; Menaquinones, MKs)의 두 개 형태로 존재한

다(Terhi et al. 1997; Schurgers & Vermeer 2000).

비타민 K2인 메나퀴논은 옆 사슬의 길이에 따라 MK-n으

로 표기하며, n은 옆 사슬의 아이소프레노이드(isoprenoid: 이

소프렌 구성단위)의 수로 메나퀴논-4, 5, 7, 13 (menaquinone-

4, 5, 7, 13; MK-4, MK-5, MK-7, MK-13) 등으로 구분되

며 긴 사슬은 낫토, 청국장 등의 발효음식에서 확인된다

(Walther et al. 2013). 비타민 K2의 체내 이용률은 비타민

K1 보다 더 높으며, 메나퀴논의 MK-4, MK-7, MK-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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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9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기능이 알려져 있다(Cui

et al. 2018; Hariri et al. 2021). 이전 연구에 따르면, 비타

민 K2를 30 mcg 이상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관상동맥 석회

화 위험을 52% 낮추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57%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다(Geleijnese et al. 2004).

유산균 (Lactic acid bacteria; LAB)은 발효 식품에서 비

타민 생산자로서의 중요한 열쇠로, Lactococcus lactics,

Leuconostoc lactics, Leuconostoc mesenteroides는 다량의

MK-7부터 MK-9의 생산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특히

Lactococcus lactics와 Lactococcus ceremoris 는 MK-3부터

MK-10를 생산한다(Morishita et al. 1999; Liu et al. 201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포 밖 대동맥 고리에서 무기인

산염(inorganic phosphate: PI)에 의해 유도된 혈관 석회화

모델에서 새로운 소재인 시금치 착즙액에 Lactococcus

lactics와 Leuconostoc mesenteroides 유산균을 공배양하여

비타민 K2를 증대시킨 발효 시금치 추출물(Fermented

Spanish Extracts: FSE)로부터 혈관 석회화 저하 효능을 구

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재료

무기인산염(PI: NaH2PO4, Na2 HPO4), Rapamycin는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조직배양 배지로 사용된 Dulbecco’s modified Eagel’s

medium/F12K (DMEM/F12K)는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USA)에서 구입하였고, fetal bovine serum

(FBS) 및 항생제(antibioticantimycotic solution)는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다. 웨

스턴 블롯 분석을 위한 단백질분해효소 및 포스파타아제 저

해제는 Thermo Scientific (Waltham, USA) 제품을 사용하

였고, 일차 항체 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 2 (Runx2),

bone morphogenetic protein-2 (BMP2), phosphor-ERK,

ERK, phosphor-p38, p38, β-actin은 Abcam (Cambridge,

Massachusetts, US)에서 구입하였으며, 이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2. 발효 시금치 추출물 제조

시금치는 2019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생산하고 시금치를

10 kg 구입하여 깨끗한 물로 고압 살포하여 세척 후 착즙기

를 이용하여 파쇄와 동시에 압착하여 찌꺼기는 버리고, 착즙

액은 18.5 kg을 얻었다. 시금치 착즙액을 발효 원료로 사용

하여 유산균 발효물을 제조하기 위해, 2018년 6월 경북수산

자원연구원의 양식장 해수에서 분리 및 동정 된 Lactococcus

lactics (Ll)와 Leuconostoc mesenteroides (Lm)를 이용하였

다. 유산균 2종의 16S rRNA 분석 후, 한국미생물보존센터

에 기탁되었으며, 수탁번호는 Lactococcus lactics (KCCM

12759P)와 Leuconostoc mesenteroides (KCCM 12756P)이다.

시금치 착즙액 200 mL에 L. lactics (KCCM 12759P), L.

mesenteroides (KCCM 12756P)을 각각 1×108 cfu/mL 농도

로 0.2 mL (1%; v/v)씩 접종하고 26oC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유산균을 접종한 시금치 착즙액을 원심분리기

(Hanil, Daejeon, Korea)로 원심분리하여, 시금치 발효물 등

이 포함된 잔여물을 PBS 버퍼로 2번 정도 세정하고

lysozyme (10 mg/mL; Roche, USA)을 포함하는 6 mL의

PBS를 넣고 37oC에서 1시간 동안 방치 후, 볼텍스(Scientific

Industries, Newyork, USA)로 vortexing 한다. 그 후 상온에서

25 mL 추출 버퍼(99 (v/v)% n-hexane: 99 (v/v)% isopropanol

=2:1; v/v)를 더하고 30초 동안 볼텍스로 혼합한 후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얻는다. 상등액

을 모으고 남은 아래에 25 mL isopropanol을 첨가하여 30초

동안 볼텍스로 혼합한 후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

리하여 상등액을 얻고, 이같은 추출과정을 반복하여 총 75

mL의 상등액을 진공 농축 후 생체 밖 실험을 위해서는

DMSO로 용해하여 FSE 시료를 준비하였다. FSE 50 µg/mL

시료에는 비타민 K2는 10.5 pg/mL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3. 비타민 K1과 K2 정량

비타민 K1과 K2 분석을 위해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Shimazu Prominence HPLC system,

Japan)와 mass spectrometry (MS, API 5500 QTRAP mass

spectrometry; AB SCIEX, USA)를 이용해 비타민 K1과 비

타민 K2, 즉 MK-4, MK-7 및 MK-9을 정량 분석을 수행하

였다. 구체적으로, HPLC용 컬럼 Kinetex C18 column (2.1

×50 mm, 2.6 µm; Phenomenex, USA)를 사용하였고, mass

spectrometry (API 5500 QTRAP; AB SCIEX)를 사용하였

다. 이동상 용액의 경우 이동상 A 용액인 0.1% 폼산

(Formic acid;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를 포

함하는 5 mM 폼산암모늄(Ammonium formate,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99 (v/v)% 메탄올(methanol)

과 이동상 B 용액인 99 (v/v)% 이소프로판올과 99 (v/v)%

메탄올 혼합물(isopropanol:hexane=9:1, v/v)을 6:4 (20초),

0:10 (5분), 6:4 (8분) 부피비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컬럼

의 온도는 60oC로 0.5 mL/min으로 유지하였으며, 시료는 50

µL 주입하였다. 비타민 K1 (Sigma Aldrich, St. Louis,

MO,)과 비타민 K2의 MK-4, MK-7, 그리고 MK-9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표준 물질을 이용해 각각의

비타민 K1 (MW 450.7 g/mol; C31H46O2)과 비타민 K2, 즉

MK-4 (MW 444.6 g/mol; C31H40O2), MK-7 (MW 649.7

g/mol; C46H64O2), MK-9 (MW 785.2 g/mol; C56H80O2)의

표준 값을 얻었고, 얻은 표준 값과 시료 값을 대비하여 얻은

무게 값을 정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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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체 밖 혈관 석회화(ex vivo calcification)

체중 20-22 g 내외의 C57BL/6 생쥐를 오리엔트(Seongnam,

Korea)로부터 구입하였다. 실험 동물은 온도 21±2oC; 습도

50-60%; 12시간 주기 명/암 하에서 일반고형사료와 물을 충

분히 공급하면서 1주 동안 사육실 적응을 완료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고, 모든 실험은 한국식품연구원 동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동물윤

리위원회의 승인 번호는 KFRI-M-21026이다. 혈관 석회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C57BL/6의 내림 대동맥을 절취한

후 대동맥 주의의 지방을 제거하였다. 내림대동맥에서 대동

맥고리를 3-5 mm 크기로 자른 후 자른 조직을 10% FBS와

DMEM/F12K 배지가 담긴 12 well plat에 넣었다. PI로 혈

관석회화를 유도하기 위해 NaH2PO4와 Na2HPO4을 1:1 혼

합하여 1.4 mM PI, 2.6 mM PI군으로 골형성 배지를 만든

후 Cont, PI 1.4 mM, PI 2.6 mM군으로 나눈 후 5% CO2

및 37oC의 조건으로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또한, Cont, PI

2.6 mM, PI 2.6 mM+Rapamycin 100 ng/mL (Pi 2.6 mM

+Rapa), PI 2.6 mM+FSE 100 μg/mL (Pi 2.6 mM+FSE)군

으로 나누어 각각의 시료를 처리 후 조직을 넣은 후 5%

CO2 및 37oC의 조건으로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3일마다

배양액을 교체 해주고 넣은 다음 7일 후에 염색 및 단백질

발현 측정을 실시하였다.

5. 면역조직염색법

혈관 석회화 배양액에서 꺼낸 대동맥 고리 조직을 4% 포

르말린(Biosesang, Seongnam, Korea)에서 24시간 고정한 후

파라핀에 묻은 후 5 μm 크기로 자른다. H&E염색약(Nanjing

Jiancheng, China)으로 염색 하였다. 슬라이드 위에서 염색된

부위의 다섯 곳을 선택 한 후 현미경(Nikon Eclipse Ti

confocal microscope, Tokyo, Japan)으로 사진을 찍었다.

6. 혈관 석회화 측정

대동맥 벽안에 형성된 칼슘 축적된 것을 측정하기 위해

Alizarin red 염색(calcium)과 von kossa (calcium과 phosphate)

염색을 kit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Alizarin red 염색(EMD

Millipore, USA)은 제공한 실험방법대로 따라하였다. 간단히

설명하면, 슬라이드 위의 조직을 탈파라핀화 하기 위해 알코

올로 여러 번 씻은 후 자이랜을 처리 후 다시 물로 세척하였

다. 1% ARS 용액을 5분 처리 후 acetone을 처리하였다. 물

로 세척 후 mounting 용액으로 고정 후 밀봉하였다. 다음으

로 Von Kossa staining kit (Abcam, USA)를 사용하여 제

공된 실험방법대로 염색을 하였다. 슬라이드위의 조직을 탈

파라핀화 하기 위해 알코올로 여러 번 씻은 후 자이랜으로

처리 후 다시 물로 세척하였다. Silver nitrate로 염색 후 UV

램프에 1시간 놓아 둔 후 물로 세번 세척하였다. 이 후

2.5% 소듐 치오설페이트를 5분간 처리 후 물로 세척하고 red

fast 염색약으로 핵을 염색 세척, mounting 용액으로 고정 후

밀봉하였다. 슬라이드 위에서 염색된 부위의 다섯 곳을 선택

한 후 현미경(Nikon Eclipse Ti confocal microscope, Tokyo,

Japan)으로 사진을 찍은 후 혈관 석회화 부분을 정상군대비

하여 %로 나타내었다.

7. 단백질 발현 측정

대동맥 내 단백질 발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웨스턴 블

롯 분석을 수행하였다. 석회화를 유도한 후 7일 경과 후 얻

은 대동맥에 단백질추출용액(Elpis biotech, Daejeon, Korea)

을 bead와 같이 첨가하여 용해시킨 후 조직분쇄기에 넣고

4oC, 10,000 rpm, 5 min간 돌린 후 다시 13,000 rpm 원심분

리기로 10분간 원심분리기로 돌린 후 상등액을 걷어 내었다.

단백질 정량 후 30 μg의 단백질을 4-15% SDS-PAGE로 20

mA에 1시간 동안 전기영동 하였다. 이후 전기영동 된 단백

질을 80 V에서 1시간 30분 동안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membrane으로 이동하였으며, 5% 탈지 분유를 사용

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블로킹 시켰다. 1차 항체들은

1:500-1000 농도로 4oC, overnight 조건으로 반응시킨 다음,

TBST로 10 분간 3회 세척 후, 이차 항체들은 1:3000-5000

농도로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TBST로 3회 세척 후

enhanced chemoluminescence (ECL) reagent (LI-COR,

Lincoln, NE, USA)로 발색 시켰으며, ChemiDoc 기기(Bio-

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여 단백질

밴드 발현도를 측정하였다.

8. 통계처리

모든 측정값은 평균값±표준 오차 평균(mean±SD)으로 표

시하였고, 각 실험군 간의 통계학적 분석은 Graph pad 8.0

program를 이용하였다. 각 집단간 행동 측정치의 one-way

ANOVA를 시행하였고, 사후 검정은 Tukey test를 적용하였

다. 전체 실험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신뢰구간 p<0.05에서 의

미를 부여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발효 시금치 추출물의 비타민 K1과 K2 함량

MRS (대조군)과 시금치 착즙액에 L. lactics와 L. mesenteroides

을 각각 1×108 cfu/mL 농도로 26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

후의 LAB (Lactic Acid Bacteria) 수(log cfu/mL)를 측정하

여 최적 발효물 배양 조건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MRS 배

지에 L. lactics와 L. mesenteroides 두 종을 공발효한 경우

2.14×1010/mL로 측정되었으며, 시금치 착즙액에 L. lactics와

mesenteroides두 종을 공발효한 경우는 2.50×1011/mL로 측정

되었다. 결과적으로, 시금치 착즙액 배지에 L. lactics와 L.

mesenteroides로 공배양 한 군에서 유산균 성장이 대조군 보

다 높았다.

지용성 비타민인 K1과 K2 추출 용매 최적화를 위해 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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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프로판올, 에탄올, 메탄올로 추출물을 확인한 결과, 이소

프로판올 용매 추출에서 비타민 K1과 K2, 즉 MK-4, MK-7

및 MK-9 생성량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data not

shown). 그 결과, MRS 내 비타민 K1은 472.82±1.63 μg/

100 g로 측정되었으며, 비타민 K2는 생성되지 않았다. 시금

치 착즙액에 L. lactics 및 L. mesenterodes 유산균을 공배양

하여 이소프로판올로 추출한 FSE 내 비타민 K1은 601.15

±2.21 μg/100 g, 비타민 K2의 MK-4는 16.48.15±0.11 μg/

100 g, MK-7은 3.87±0.04 μg/100 g, MK-9는 0.75±0.01 μg/

100 g로 측정되어 L. lactics 및 L. mesenterodes 유산균으로

공배양을 한 경우 비타민 K2 즉, MK-4, MK-7, MK-9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 문헌에서처럼 유산균의 특정

종들인 Lactococcus lactics spp. lactics, Lactococcus lactis

spp. cremoris, Leuconostoc lactics 및 Leuconostoc mesenteroides

은 비타민 K2 생산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Morishita et

al. 1999; Liu et al. 2019).

2. 무기인산염의 농도에 따른 생체 밖 혈관 석회화 유도

PI의 처치는 평활근세포와 세포 밖 대동맥고리에서 혈관석

회화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Gao et al. 2020). 이에 PI가

포함된 골형성 배지에 대동맥 고리를 넣어 혈관석회화를 측

정해 보고자 하였다. Cont, PI 1.4 mM, PI 2.6 mM로 군을

나누었다. 대동맥고리의 형태학적 변화 및 혈관 석회화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HE염색, ARS, von kossa염색을 실

시하였다. ARS는 칼슘 축적을 측정하는 것이고, von kossa

는 칼숨과 인의 축적에 의한 무기질화 정도를 측정하는 마

커로 사용된다. <Figur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Cont군에서

는 ARS와 von kossa염색에 의해 거의 발색 되지 않았다.

그러나 PI농도에 의해 ARS와 von Kossa 염색이 각각 붉은

색 그리고 검은 색으로 발색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PI 2.6 mM에서 혈관 석회화가 유의성 있게 유도되어 추후

실험 시 이 농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PI는 대동맥고리에서 혈관석회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확

<Table 1> Vitamin K1 and K2 contents using LC-MS methods

LAB Counts

(log cfu/mL)

VK1

(µg/100 g)

VK2 (µg/100 g)

MK-4 MK-7 MK-9

MRS 2.14E+10 472.82±1.63 - - -

FSE 2.50E+11 601.15±2.21 16.48±0.11 3.87±0.04 0.75±0.01

*MRS: spinach extract, FSE: fermented spinach extract, LAB: Lactic acid bacteria, VK1: vitamin K1, VK2: vitamin K2, MK-4: menaquinone-4,

MK-7: menaquinone-7, MK-9: menaquinone-9

<Figure 1> PI increased vascular calcification in ex vivo aortic rings. 

Pieces of mouse aorta were cultured in calcification medium (1.4 and 2.6 mM PI) for 7 days. A. Aortic calcification, determined in consecutive

sections of the aortic rings by Alizarin red staining (middle) and Von kossa (left). H&E staining (left panels) was performed for histology. Higher-

magnification images of the boxed areas in the middle panels are shown in the right panels. Representative images from 4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duplicate are shown. Scale bars: 100 μm (left and middle panels) and 50 μm (right panels). B Total calcium content of

aortic rings in each group determined by Image J in separated sets of experiments. Bar values are means±SD (n=4, ****p<0.0001). Cont:

control; PI: inorganic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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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3. FSE의 PI에 의해 유도된 생체 밖 대동맥 고리에서의 혈관

석회화 저해 효능

비타민 K2는 평활근 세포 및 대동맥고리에서 혈관 석회화

를 저해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Qiu et al. 2017). 비타

민 K2의 함량을 증대시킨 FSE가 PI에 의해 유도된 혈관 석

회화를 조절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FSE

가 사람의 탯줄 동맥 혈관내피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된

염증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Lee et al. 2022). 위의 연구

에서 발효 시금치 추출물 200, 400 μg/mL에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혈관내피세포, 평활근세포가 포

함되어 있는 대동맥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혈관 내피

세포에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7일 이상 배양을 해

야하는 것을 고려하여 FSE는 50 μg/mL으로 농도를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Cont, PI 2.6 mM, PI+Rapamycin (Ra),

PI+FSE군으로 나눈 후 골형성 배지에 대동맥 고리를 넣은

후 각군의 약물을 처리한 후 7일 후 결과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Figur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Cont군에 비해 PI 군

에서 ARS와 von kossa 염색이 각각 붉은색 그리고 검은색

으로 발색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FSE를 같이

처치한 군에서는 이들의 발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으며, 양성억제제로 Ra 10 nM을 처리한 군에서도

ARS와 von kossa염색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FSE는 혈관 석회화를

저해하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FSE의 PI에 의해 유도된 생체 밖 대동맥 고리에서의 골형

성 단백질 저해 효능

골분화(osteogenic differentiation)와 혈관 평활근 세포

(vascular smooth muscle cell)의 섬유화 과정은 닮아 있다.

평활근 세포는 무기인산염 등에 의해 본래의 세포 형태

(contractile type)에서 골형성 형태(osteogenic type)로 변하면

서 골형성 유전자인 Runx2, BMP-2발현이 증가된다고 보고

되었다(Akiyoshi et al. 2016; Gao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에서 FSE가 PI에 의해 유도된 골형성 단백질을 조절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Cont, PI, PI+Ra, PI+FSE 군으로

나눈 후 골형성 배지에 대동맥 고리를 넣은 후 각 군의 약물

을 처리한 후 7일 후 단백질을 추출하여 웨스턴 블럿을 활

용하여 변화양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Figure 3>에서 보

<Figure 2> Fermented Spanish Extract inhibited PI-induced vascular calcification in ex vivo aortic rings.

Pieces of mouse aorta treated with none (Cont), PI 2.6 mM, PI 2.6 mM+Rapamycin 100ng/mL (PI 2.6 mM+Rapa), PI 2.6 mM+FSE 100 μg/mL

(PI 2.6 mM+FSE) for 7 days. A. Aortic calcification, determined in consecutive sections of the aortic rings by Alizarin red staining (middle) and

Von kossa (left). H&E staining (left panels) was performed for histology. Representative images from 4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duplicate are shown. Scale bars: 100 μm. B. Total calcium content of aortic rings in each group determined by Image J in separated sets of

experiments. Bar values are means±SD (n=4, ****p<0.0001). Cont: control; PI: inorganic phosphate; PI+Ra; inorganic phosphate+rapamycin;

PI+FSE: inorganic phosphate+fermented Spanish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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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이 Cont군에 비해 PI 군에서 Runx2와 BMP-2

단백질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FSE를 같이 처치한 군에서는 이들의 발현이 유의하

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양성억제제로 Ra를 처

리한 군에서도 Runx2와 BMP-2 단백질 발현이 유의하게 감

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FSE는 골형성을 저해하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FSE의 PI에 의해 유도된 생체 밖 대동맥 고리에서의

MAPK 키나아제 활성 저해 효능

ERK/MAKP 신호 전달 기전은 조골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Runx2와 같은 골형성변이를 위한 중요한 조절인자이다

(Ding et al. 2006; Feng et al. 2016; Park et al. 2020).

FSE의 골형성 기전을 알아보고자 골분화에 관여하는 인자인

MAPK키나아제의 인산화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Cont, PI,

PI+Ra, PI+FSE군으로 나눈 후 골형성 배지에 대동맥 고리를

넣은 후 각군의 약물을 처리한 후 7일 후 단백질을 추출하

여 웨스턴 블롯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gure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Cont군에 비해 PI 군에서 p-ERK와 p-p38단백질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FSE를 같이 처치한 군에서는 이들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양성억제제로 Ra을 처리한 군

<Figure 3> Fermented Spanish Extract inhibited PI-induced Runx2, and BMP-2 in ex vivo aortic rings.

Pieces of mouse aorta treated with none (Cont), PI 2.6 mM, PI 2.6 mM+Rapamycin 100 ng/mL (PI 2.6 mM+Rapa), PI 2.6 mM+FSE 100 μg/

mL (PI 2.6 mM+FSE) for 7 days. A. Runx2 and BMP2 protein expression by western blotting. B. Relative expression normalized to β-actin.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n=4, ***p<0.001 compared with Cont, ###p<0.001, ####p<0.0001 com-

pared with PI). Cont: control; PI: inorganic phosphate; PI+Ra; inorganic phosphate+rapamycin; PI+FSE: inorganic phosphate+fermented Spa-

nish extract.

<Figure 4> Fermented Spanish Extract inhibited PI-induced MAPK pathway in ex vivo aortic rings.

Pieces of mouse aorta treated with none (Cont), PI 2.6 mM, PI 2.6 mM+Rapamycin 100 ng/mL (PI 2.6 mM+Rapa), PI 2.6 mM+FSE 100 μg/

mL (PI 2.6 mM+FSE) for 7 days. A. phosphor-ERK and phosphor-p38 protein expression by western blotting. B. Relative expression normali-

zed to ERK and p38.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n=4, ***p<0.001, ***p<0.0001 compared with

Cont, ###p<0.001, ####p<0.0001 compared with PI). Cont: control; PI: inorganic phosphate; PI+Ra; inorganic phosphate+rapamycin; PI+FSE:

inorganic phosphate+fermented Spanish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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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p-ERK와 p-p38단백질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FSE는

MAPK 키나아제 중 ERK와 p38의 인산화 활성을 통해 혈관

석회화를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발효 시금치 추출물(FSE)의 혈관 석회화 저

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 밖 대동맥 고리에서 무기인

산염에 의한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FSE는 시금치 착즙액보다 vitamin K1의 양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vitamin K2는 발효에 의해 생성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PI를 대동맥 고리에 처리하여 혈관 석회화를

유도 시 농도 별로 칼슘 축적 및 무기질화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FSE는 PI에 의해 유도된 혈관 석회화의 칼슘 축적 및

무기질화를 억제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SE는 PI에

의해 유도된 골형성 단백질인 Runx2와 BMP-2 단백질 발현

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FSE는 PI에

의해 유도된 혈관 석회화를 MAPK 기전의 ERK, p38의 인

산화 억제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FSE는 혈관석회화에 의해 유도

된 혈관질환에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FSE

에 의한 평활근세포에서의 혈관 석회화 관련 좀 더 정교한

신호 기전 연구를 위한 추가 실험이 요구된다.

저자정보

이상희(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0000-0002-4397-3027)

홍선미(환동해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0000-0002-6142-

8559)

성미정(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0000-0001-6278-0151)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기본사업(E0210102-02)과 정

부수탁연구사업(GA121047 and GA122055)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Akiyoshi T, Ota H, Iijima K, Son BK, Kahyo T, Setou M,

Odawa S, Ouchi Y, Akishita M. 2016. A novel organ

culture model of aorta for vascular calcification.

Atheroscler., 244:51e58

Chao CT, Yeh HY, Tsai YT, Chuang PH, Yuan TH, Huang JW,

Cgen HW. 2019. Natural and non-natural antioxidative

compounds: potential candidates for treatment of vascular

calcification. Cell Death Discov., 5:145

Cui L, Xu J, Zhang J, Zhang M, Zhang S, Bai Y. 2018.

Menaquinone-4 modulates the expression levels of

calcification-associated factors to inhibit calcification of

rat aorta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in a dose-

dependent manner. Exp. Ther. Med., 16:3172-3178

Ding HT, Wang CG, Zhang TL, Wang K. 2006. Fibronectin

enhances in vitro vascular calcifcation by promoting

osteoblastic diferentiation of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via ERK pathway. J. Cell. Biochem., 99:1343-1352 

Feng W, Zhang K, Liu Y, Chen J, Cai Q, Zhang Y, Wang M,

Wang J, Huang H. 2016. Apocynin attenuates angiotensin

II-induced vascular smooth muscle cells osteogenic

switching via suppressing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1/2. Oncotarget, 7:83588-83600

Gao JW, He WB, Xie CM, Gao M, Feng LY, Liu ZY, Wang JF.

2020. aldosterone enhances high phosphate-induced

vascular calcification through inhibition of AMPK-

mediated autophagy. J. Cell. Mole. Med., 24:13648-13659

Geleijnese JM, Vermeer C, Grobbee DE, Schurgers lj, Knapen

MH, Meer IM, Hofman A, Witteman JCM. 2004.

Dietary intake of menaquinone is associated with a

reduced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The Rotterdam

study. J. Nutr., 134:3100-3105

Hariri E, Kassis N, Iskandar JP, Schurgers LJ, Saad A,

Abdelfattah O, Bansal A, Isogai T, Harb SC, Kapadia S.

2021.Vitamin K2-a neglected player in cardiovascular

health: a narrative review. Open Heart, 8:e001715

Kim NY, Yoon SK, Jang MS. 1993. Effect of blanching on the

chemical properties of different kind of spinach. Korean

J. Food. Cook. Sci., 9:204-209

Lee MH, Han JS, Kozukue N, Minamide T. 2005. Physico-

chemical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spinach produced

in autumn. J. East Asian Soc. Diet. Life, 15:306-314

Lee SH, Han AR, Kim BM, Sung MJ, Hong SM. 2022.

Lactococcus lactis-fermented spinach juice suppresses

LPS-induced expression of adhesion molecules and

inflammatory cytokines through the NF-κB pathway in

HUVECs. Exper. Ther. Med., 23:390

Liu Y, van Bennekom EO, Zhang Y, Abee T, Smid EJ. 2019.

Long-chain vitamin K2 production in Lactococcus lactis

is influenced by temperature, carbon source, aeration and

mode of energy metabolism. Microb. Cell Fact., 18:129

Morishita T, Tamura N, Makino T, Kudo S. 1999. Production of

menaquinones by lactic acid bacteria. J. Dairy Sci., 82:

1897-1903

Park HJ, Kim Y, Kim MK, Hwang JJ, Kim HJ, Bae SK, Bae

MK. 2020. Inhibition of gastrin-releasing peptide attenuates

phosphate-induced vascular calcification. Cells, 9:737

Qiu C, Zheng H, Tao HR, Li H. 2017. Vitamin K2 inhibits rat



발효 시금치 추출물의 혈관 석회화 저해 효과 255

vascular smooth muscle cell calcification by restoring the

Gas6/Axl/Akt anti-apoptotic pathway. Mol. Cell. Biochem.,

433:149-159 

Schurgers LJ, Vermeer C. 2000. Determination of phylloquinone

and menaquinones in food. Effect of food matrix on

circulating vitamin K concentrations. Haemost., 30:298-

307

Terhi J, Vieno I, Sanna K, Pirjo H. 1997. Determination of

phylloquinone in vegetables, fruits, and berries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with electrochemical

detection. J. Agric. Food Chem., 45:4644-4649

Walther B, Karl JP, Booth SL, Boyaval P. 2013. Menaquinones,

bacteria, and the food supply: The relevance of dairy and

fermented food products to vitamin K requirements. Adv.

Nutr., 4:463-473

Received June 20, 2022; revised June 28, 2022; accepted

June 30,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