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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t pheochromocytoma cells (PC12) and mice were utilized as in vitro and in vivo models to determine the
neuroprotective effects of a 70% acetone extract of black soybean seed coat (BSSCE). BSSCE showed higher total
phenolic contents than other extracts.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accumulation from H

2
O

2 
treatment of PC12 cells

was significantly reduced when BSSCE was present in the media compared to PC12 cells treated with H
2
O

2
 only. The 3-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bromide (MTT) reduction assay and lactate dehydrogenase assay also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protective effects in PC12 cells. In addition, BSSCE improved the in vivo cognitive ability
against amyloid beta peptide-induced neuronal defic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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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well-being

trend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질병예방, 노

화방지 등의 각종 생리활성을 가진 기능성 제품의 수요가 점차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노화란 생명체가 스트레스와 손상, 질

병 등에 대항하는 능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과정을 말하며(2),

수많은 노화에 관한 이론 중 산화적 스트레스 이론은 그 중 유

력한 노화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퇴행성 뇌 신경질환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Alzheimer’s Disease(AD)는 기억 능력과 인지 능

력이 상실되는 임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AD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병변학적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amyloid-β

protein(Aβ)이 있고, 이는 강력한 치매 유발물질로 보고되고 있다

(3). 더욱이 Aβ에 의한 뇌 신경세포독성은 H
2
O

2
를 포함하는 활

성산소종의 세포 내 증가로 산화적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검정콩은 일반적인 콩이 갖는 영양적 기능 외에도 그 껍질에

함유된 특유의 색소로 인해 식미감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생리적

유효 활성을 발휘하여 예부터 한방에서 제약 소재로도 사용하여

왔다(5). 현재까지 검정콩 껍질에 관한 연구로는 색소안정성, 항

산화, 및 항암효과(6-8)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항산화성을 기반으

로 한 신경세포 보호효과와 이와 관련된 인지기능 개선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검정콩

껍질 추출물을 이용하여 in vitro 항산화 효과 및 신경세포 보호

효과, 그리고 Aβ에 의해 유도되는 퇴행성 뇌신경질환으로서의 알

츠하이머성 치매(AD) 예방효과를 위한 in vivo 인지·학습 회복

능력을 갖는 건강기능성식품 소재로서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진주시 내에 위치한 지역 마트에서

판매하는 검정콩(Glycine max L. Merr.)을 2011년 9월에 구입하여

껍질만을 분리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으로

Folin & Ciocalteau’s phenol reagent, gallic acid, dichlorofluores-

cein diacetate (DCF-DA), dimethyl sulfoxide (DMSO), Hydrogen

peroxide (H
2
O

2
) solution,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assay kit 및 lactate dehydrogenase

(LDH) release assay kit, Aβ
25-35
은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제품을 구입하였다. 세포배양을 위해 필요

한 RPMI 1640 medium과 fetal bovine serum은 Gibco BRL Co.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penicillin, streptomycin,

sodium bicarbonate와 4-(2-hydroxyethyl)-1-piperazineethane sul-

fonic acid (HEPES) 및 나머지 시약은 Sigma-Aldrich Chemical

Co.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사용된 용매 및 시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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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일급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검정콩 껍질의 추출물 제조 시에 사용한 용매로는 3차 증류수

와 일반적으로 phenolics 추출 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용

매인 80% 에탄올 및 메탄올 그리고 검정콩을 70% 아세톤으로

추출 시 anthocyanins/procyanidins과 같은 성분들이 용이하게 추

출되어 나온다는 연구결과(9)를 토대로 70% acetone을 포함한 네

가지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을 하였다. 검정콩 껍질 5 g에 각 용

매 100 mL을 넣어 20분 동안 초음파 처리를 3회 반복을 통하여

추출·여과하였다. 그 후 진공농축기(N-N series, EYELA Co.,

Tokyo, Japan)로 농축하고 동결건조(Ilshin Lab Co., Ltd., Yangju,

Korea)하여 사용하였고, 동결 건조된 추출물은 −20oC 냉동고에서

보관하면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한 PC12 세포(KCLB 21721,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는 신경세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포로

rat의 pheochromocytoma로부터 유도된 것을 사용하였다. PC12 세

포를 25 mM HEPES, 25 mM sodium bicarbonate, 10% fetal

bovine serum, 50 units/mL penicillin 및 100 mg/mL streptomycin

이 포함된 RPMI 1640배지에 접종하여 37oC, 5% CO
2
 조건의 배

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 측정 및 in vitro 항산화 활성

추출 시료 용액 1 mL에 3차 증류수 9 mL를 첨가한 후 Folin

& Ciocalteau’s phenol reagent 1 mL를 넣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5

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용액에 7% Na
2
CO

3
용액 10 mL를 넣어 다

시 혼합한 다음 3차 증류수로 25 mL로 정용하였다. 이 혼합 용

액을 23oC에서 2시간 동안 정치한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된 검량선으

로 총 페놀화합물 함량(total phenolics)을 계산하였다(10).

PC12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DCF-

DA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05-106 cells/mL 해당하는 세

포에 추출물 20 µL를 처리하여 48시간 배양한 후 200 µM H
2
O

2

를 2시간 처리한다. 다음 250 µM DCF-DA를 넣어 50분간 배양

하여 fluorometer (infinite F200, Tecan Group Ltd., Männedorf,

Switzerland)로 485 nm (determination)와 535 nm (reference wave)

에서 형광을 측정하였다(11).

신경세포 보호효과 측정

PC12 세포 생존율은 MTT reduction assay로 측정하였다(12). 추

출물을 PC12 세포에 48시간동안 pre-incubation한 후, 차례대로

200 µM H
2
O

2
를 3시간, MTT stock solution을 37oC에서 3시간 배

양한 후, DMSO 100 µ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흡광도

는 microplate reader (680, Bio-rad, Tokyo, Japan)에서 570 nm

(determination)와 690 nm (reference wave)에서 측정하였다.

PC12 세포막 손상보호효과는 농도별 추출물을 48시간 동안

pre-incubation한 후, 200µM H
2
O

2
를 처리하여 3시간 배양한 다음,

5분간 250×g로 원심분리하여 침전시키고, 100 µL의 상등액을 새

로운 well로 옮긴 후 LDH assay kit (Sigma-Aldrich Chemical

Co.)로 측정하였다(12).

실험동물 및 식이

동물실험은 경상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GAR-101013-

M0006)하에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4주령(25-30

g) ICR계 수컷 마우스를 실험동물 공급업체(Samtako, Osan,

Korea)로부터 구입하여 5일간 환경 적응기간을 거치게 하였고, 2

마리씩 한 개의 사육 케이스에 넣고 항온(20±2oC), 습도(50-55%)

가 유지되며, 12시간 간격으로 낮과 밤을 교대시키는 동일한 실

험실 환경에서 사육하였다. 이들 흰쥐들은 정상 대조군 그룹, ICV

(intra cerebro ventricular) injection 그룹(n=8), 샘플을 음용수로서

400, 800 및 1200 mg/kg body weight으로 처리한 그룹으로 나누

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In vivo 인지·기억 효능 평가

Aβ ICV injection 2일 후 Y-maze 실험을 실시하였고, 실험에

사용되는 Y-maze는 검은색 플라스틱 재질로 3개의 arm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arm을 A, B, C로 정한 후 한쪽 arm에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놓고 8분 동안 마우스가 들어간 arm의 이동경로를

기록하였다. 3개의 서로 다른 arm에 차례로 들어간 경우 1점(actual

alternation)씩 부여하여 계산되었다(13).

Passive avoidance 실험기구는 조명이 있는 밝은 챔버와 어두운

챔버, 2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바닥은 철망으로 이루어

져 있다. Aβ ICV injection 3일 후 passive avoidance 학습 시험

(training trial)을 실시하였다. 각 마우스는 조명이 있는 챔버에서

조명을 켜지 않은 채 1분 동안 적응시킨 후 조명을 켜고 2분 동

안 적응시킨 후 마우스가 어두운 챔버로 이동하자마자 전기충격

을 0.5 mA, 1초 동안 가한다. 학습 시험을 시킨 다음날 각 마우

스들을 대상으로 기억 시험(test trial)을 실시하였다. 조명을 켠 챔

버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의 네 발이 다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

간(latency time)을 300초까지 측정하였다(14).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각각 반복 실시하여 mean±SD로 나타내었으며 실

험군 간의 유의성은 SAS version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화합물 함량 및 in vitro 항산화 활성

검정콩 껍질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 Fig.

1(A)와 같이 물, 80% 에탄올, 80% 메탄올 및 70% 아세톤 추출

물에서 각각 23.5, 32.7, 34.1, 및 58.8 mg of GAE/g이 함유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70% 아세톤 추출물이 가장 높은 총 페놀화합

물 함량을 나타내었다. Kim 등(15)은 검정콩 껍질에서 발견되는

페놀화합물로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trans-cinnam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고, 이들 성분들은 항산화 활성, 항암 효과, 항

미생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70% 아세톤 용매

를 이용하여 추출되는 anthocyanin 색소는 노화억제, 망막장애의

치료 및 시력개선 효과,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됨(16)에 따라 페놀화합물과 anthocyanin계 색소가 다

량 함유되어 있는 검정콩 껍질은 인체에 무해한 천연 색소 및 기

능성 소재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4가지 용매 추출물 중 총 페놀화합물 함량이 가장 높은

70% 아세톤 추출물을 선택하여 PC12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량에 대한 저해활성을 DCF-DA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그 결과는 Fig. 1(B)와 같다.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과산화수소(H
2
O

2
)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지질 과산화와 함께

Aβ로 유도되는 산화적 손상 요인 중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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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12 세포 내 생성된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량은 H
2
O

2
만을 처리

한 처리구에서는 control구 100% 대비 143.5%의 산화적 스트레

스 생성량을 나타냈고 positive control구인 H
2
O

2
와 vitamin C를

동시에 처리한 처리구에서는 98.5%로 control구와 유사한 수준으

로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SSCE

를 처리한 구에서는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 의존

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500 µg/mL 최고 농도에서는 200 µM vitamin C와 비슷한 수

준으로 산화적 스트레스 생성량이 저해된 것을 알 수 있다. Kwon

등(18)은 검정콩 껍질이 free radical 소거 효과가 있다고 밝혔으

며, 이는 Fig. 1에서 나타낸 검정콩 껍질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

는 anthocyanins를 포함하고 있는 페놀화합물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세포 보호효과 측정

AD는 기억 능력과 인지 능력이 상실되는 임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퇴행성 뇌신경 질환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뇌 신

경세포의 사멸에 의해 발생되며, 천연 항산화 소재인 flavonoids,

polyphenols 등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MTT reduction assay는 탈수소

효소(mitochondrial dehydrogenase) 작용에 의해 노란색의 수용성

기질을 청자색을 띠는 비수용성 MTT formazan으로 환원시키는

mitochondria의 능력을 이용하는 측정법이며(20), 이를 이용한

BSSCE의 H
2
O

2
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PC12 신

경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2(A)와 같다. PC12 세포

생존율은 control구 100% 대비 H
2
O

2
만을 처리한 구에서는 56.8%

생존율을 나타냈고 BSSCE를 처리한 구에서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00 µg/mL 농도에서 76.0%의 생존율로 H
2
O

2
구 대비 약

20%정도의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보였다. Kim 등(21)은 다양한

온도에서 볶은 검정콩을 이용한 PC12의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실험에서 50 µM의 과산화수소와 시료를 함께 처리했을 경우,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세포생존율이 50% 감소하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본 실험의 결과와 상대 비교하였을 때 검정콩보

다는 검정콩 껍질을 이용한 것과, 그 추출법에서 증류수보다

70% 아세톤을 통해 추출된 유효 성분이 과산화수소로부터 유도

된 손상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여 세포생존율을 높여준 것

으로 사료된다.

Fig. 2. Protective effect of BSSCE against H2O2-induced cell

death (A) and LDH release (B) in PC12 cells. Data represent the
mean ±SD (n=4) and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Fig. 1. Total phenolics of various solvent extracts from black

soybean seed coat (A) and protective effect of the BSSCE against
oxidative stress (B). Data represent the mean±SD (n=4) and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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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 다른 조직에 비해서 산화적 손상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매

우 민감하고, 뇌 신경세포막에서의 과산화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22). 뇌 신경세포막은 그 기능으로 인해 매우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뇌 신경세포막에서의

지방 과산화는 세포 사멸의 가장 중요한 폐해 중의 하나로 보고

되고 있다(22). 따라서 뇌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구

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경세포 보호효과와 더불어 신경

세포막 손상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LDH release assay를 진행하

여 세포막 손상 보호효과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Fig. 2(B)와

같다. Control구의 방출량은 20.5% 정도인데 반해 H
2
O

2
만을 처리

한 구는 약 60.0%의 LDH 방출량을 나타내어 세포막이 크게 손

상되어짐에 따라 LDH 방출량이 늘어남으로써 살아있는 신경세

포의 생존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positive

control로서 200 µM vitamin C 처리군은 24.0%의 LDH 방출량을

보였고, BSSCE를 처리한 구는 농도 의존적으로 LDH 방출량이

감소하여 500 µg/mL 농도에서는 약 22%로 control구와 유사한 수

준으로 낮은 LDH 방출량을 보였다. 위 결과로 보아 BSSCE에는

H
2
O

2
에 의해 유발된 신경세포막 손상으로부터 보호효과를 보이

는 phenolics를 포함한 생리활성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보호효과 이해를 위해서는 검정콩 껍질 추출물의

특정 생리활성물질이 항산화 활성과 신경세포 보호효과에 있어

서 작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반응 mechanism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 vivo 인지·기억 효능 평가

AD와 같은 퇴행성 뇌신경질환에서 나타나는 기억 능력 상실

과 다른 인지결함은 신호전달물질인 acetylcholine (Ach)을 분해하

는 acethylcholinesterase (AChE)에 의해 더욱 진행된다(23). 본 연

구에서는 뇌의 해마부위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AD

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Aβ를 이용하여 기억력과 학습능력이

감퇴된 마우스 모델을 대상으로 Y-maze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A)와 같다. 8분 동안 Y-maze에서의 마우스의 행동

을 관찰한 결과, Aβ 처리구는 control구 (61%) 대비 51%로 상대

적인 기억 능력 저하를 보였다. 이에 반해 B400, B800 및 B1200

처리구는 각각 57, 61, 68%로 Aβ 처리구와 비교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인 공간 인지 능력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control구와 유

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Y-maze test에 이어 BSSCE를 섭취한 마우스의 인지 기능 및

기억 능력 회복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assive avoidance test를 실

시한 결과는 Fig. 3(B)과 같다. Aβ 처리구의 latency time은 41.2

초로 control구(153.9초)에 비하여 학습 및 인지기능이 현저히 감

소하였다. Aβ 처리구와 비교하였을 때 B400, B800, B1200 처리

구는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기능이 크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1200 처리구는 Aβ 처리구에 비해 학습 및 인

지기능을 약 118%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Rat에 Aβ injection

으로 산화적 손상을 유도하여 대두로부터 분리된 isoflavones 중

의 하나인 genistein을 이용하여 학습 및 인지기능을 실험한 결과

(24), 본 실험과 마찬가지로 Aβ 처리구보다 sample구의 학습 및

인지기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활성에 있어서는 검정

콩 껍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SSCE 역시 본

결과에서 나타나는 최대 세포보호 효과 농도(500 µg/mL)와 유사

한 수준(400 mg/kg body weight)으로 섭취하였을 때 control 이상

의 인지 및 기억 능력 회복효과를 보여줌으로써 검정콩 껍질을

활용한 소재 및 기능성 성분은 AD와 같은 퇴행성 뇌신경질환 예

방 등에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유도되는 신경세포 사멸을

보호할 수 있는 생리활성물질을 탐색하기 위하여 검정콩 껍질 추

출물의 항산화 효과 및 PC12 신경세포 보호효과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다양한 용매에 의해 추출된 검정콩 껍질 추출물의 총 페

놀화합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 70% acetone 추출물이 다른 용매

추출물에 비하여 가장 높은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기초로 70% acetone 추출물을 이용한 세포 내 항산화 활성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12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조사

한 결과, 세포생존율과 세포막 손상 보호효과에서 70% acetone

추출물 처리구는 최대 500 µg/mL까지 H
2
O

2
를 처리한 대조구에

비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신경세포 보호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동일 추출물을 활용한 in vivo 인지학습능력 평가에서도 대

조구인 Aβ ICV injection을 한 group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으

로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Y-maze test와 passive avoidance

Fig. 3. Effect of BSSCE on spontaneous alternation behavior (A)
and step-through latency in the passive avoidance test (B). The
BSSCE was dissolved in water. Spontaneous alternation behaviors
were measured during 8 min. The step-through latency was
measured during 300 s. Values indicate mean±SD (n=8) and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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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에서 control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인지 및 기억 능력 회복효

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BSSCE는 항산화, 뇌 신경세포 보

호효과 및 in vivo 인지·기억 회복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검정콩 껍질에 존재하는 유효 생리활성물질을 확인함으로

써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질병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성 치매(AD)

와 같은 퇴행성 뇌신경질환 예방에 유용한 소재가 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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