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44(3), 347～355(2015)  http://dx.doi.org/10.3746/jkfn.2015.44.3.347

SK-N-SH 신경세포내 항산화 효과와 p38 인산화 억제에 의한 
곤드 , 룩치 그리고 산마늘의 신경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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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xidative stress is one of the key mechanisms involved in neuronal damage. Neuroprotective effects 
and underlying mechanisms of action of several wild vegetables, Cirsium setidens (CS), Pleurospermum kamtschaticu-
min (PK), and Allium victorials (AV), against oxidative stress induced by hydrogen peroxide in SK-N-SH cells were 
investigated. CS and AV up to 400 μg/mL showed no detectable effects on cell viability of human SK-N-SH neuro-
blastoma cells compared with control. Incubation of SK-N-SH cells with hydrogen peroxide resulted in significant 
induction of cell death and reaction oxygen species (ROS) production, whereas treatment of cells with CS and AV 
significantly reduced cell death and ROS production, respectively. Among the wild vegetables tested, CS and PK 
showed more effectiv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an AV, whereas PK showed strong cytotoxicity in SK-N-SH 
cells compared with the control. CS showed much higher inhibitory effects on cell death and ROS generation against 
oxidative stress than AV. Thus, CS was selected for subsequent experiments. Ethyl acetate (EA), hexane, butanol, 
aqueous, and chloroform extracts from CS significantly inhibited cell death and ROS generation in SK-N-SH cells 
induced by oxidative stress. EA extract from CS (CS-EA) showed the highest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intra-
cellular ROS-scavenging activity, and neuroprotective effects. CS-EA attenuated apoptosis signal-regulating p38 activa-
tion by inhibiting phosphoryla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CS-EA protects neuronal cells through antioxidant activity 
and inhibition of phosphorylation of p38 in brain neur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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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화에 의해 증가되는 

퇴행성 신경질환인 알츠하이머형 치매(Alzheimer’s dis-

ease)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뇌는 세포막에 

불포화 지방산과 반응성 산소 유리기 반응의 촉매인 금속(철

분, 구리, 아연, 알루미늄)이 풍부하고 순환하는 산소가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되기 쉬우므로 퇴행성 신경질환과 관

련이 크다. 신경계 질환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뇌조직은 

일단 손상이 되면 기능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퇴행성 신경질

환에 있어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활성산소종(re-

active oxygen species, ROS)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으로

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물질인 항산화제 개발 연구

뿐만 아니라 섭취 시 안전하고 합성 약물이 갖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천연 항산화제에 대해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1-3). 

곤드레(Cirsium setidens)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

본으로 전국 각지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엉겅퀴로 더 많이 불린다(3). 곤드레는 강원

도 지역 특산물로서 매년 5월에 채취하여 맛이 담백하고 부

드러우며 향이 독특하여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곤드레 

어린 순은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고 있고, 한방에서는 지혈, 

소염, 이뇨작용, 해열, 고혈압 등의 치료에 이용되어 왔으며

(4),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고(5) 유전독성 억제 효과

(6), 지방대사 개선 및 항산화 효과(7), 고지혈증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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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 인체에 유익한 약리 효능을 지니고 있고, 곤드레 주정 

추출물을 함유한 모닝빵은 뇌신경 질환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3)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다양한 분획물의 뇌질환 개선 효과 및 그 기전에 대한 연구

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누룩치(Pleurospermum kamtschaticum)는 봄에 연한 

잎줄기를 채취하여 날것으로 양념장에 찍어 먹거나 데쳐서 

무침으로 먹기도 하고, 비타민 A, 회분, 인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누룩치는 소화촉진 효과, 항암 및 항당뇨

(10)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산마늘(Allium victrorialis Linne)은 백합과의 다년생 초

본식물로서 식물 전체에서 강한 마늘냄새가 나며 맛은 맵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며 독이 없다. 산마늘은 지질강하, 항비

만, 항산화, 항당뇨, 간보호, 항암, 지질개선 등 다양한 생리

활성 효과가 알려져 있다(11-17).

여러 연구 결과들은 곤드레, 누룩치 및 산마늘이 다양한 

생체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뇌질환 개

선 관련 연구들에 대한 보고는 전무하여 본 연구에서는 곤드

레, 누룩치 그리고 산마늘의 뇌질환 개선을 위한 기능성 식･
의약 소재로 개발 가능한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 및 분획물의 제조

강원도 양양에서 재배된 곤드레, 누룩치 그리고 산마늘을 

구입하여 건조 후 분쇄하였다. 분말 시료 중량의 10배인 

70% 에탄올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8시간 동안 3회 추출하였

다. 여과하여 얻은 액상은 감압농축기를 사용하여 추출용매

를 제거한 후 진공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동결 건조하였다. 

동결 건조된 분말 형태의 곤드레 추출물(CS), 누룩치 추출물

(PK) 그리고 산마늘 추출물(AV)은 -20°C의 냉동고에 보관

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상기와 동일하게 곤드레 분말 시

료 중량의 10배인 70% 에탄올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8시간 

동안 3회 추출한 후 감압농축기를 사용하여 추출용매를 제거

한 다음 얻은 70% 에탄올 농축물을 용매의 극성 차이에 따

라 분리를 행하여 헥산(hexane), 클로로포름(chloroform), 

에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 부탄올(butanol) 및 물

(aqueous) 분획물 순서로 다섯 가지 분획물(CS-HE, CS- 

CH, CS-EA, CS-BU, CS-AQ)을 제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일정 농도의 시료(1.8 mL)와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1.5×10-4 M, 1.2 

mL) 용액을 잘 혼합한 다음 37°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은 대조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를 비교하여 [1－

(시료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에 의하여 %로 나

타내었다.

세포 배양 및 처리

사람의 신경모세포종 SK-N-SH를 10% 비활성화 우태

아 혈청(fetal bovine serum, FBS)과 1% 페니실린-스트렙

토마이신 용액(penicillin/streptomycin)을 넣은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EMEM; ATCC, Manassas, 

VA, USA) 배양액으로 5% CO2가 공급되는 배양기에서 37 

°C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충분한 세포를 얻기 위해 배양용 플라스크(T75 cm2)에서 

세포를 배양하고, 2~3일에 한 번씩 배지를 80% 교체하여 

충분히 자랐을 때 trypsin-EDTA(ethylene diamine tet-

raacetic acid) 용액(1×)을 사용하여 부착된 세포를 떼어 낸 

후 성장배지에 세포수를 1×104 cells/well과 2×104 cells/ 

well로 조정하여 96-well plates에 세포를 깔아주고 24시

간 동안 배양하여 MTT assay와 세포 내 ROS를 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12시간 기아상태를 유지시킨 후 시료인 

CS, PK, AV, CS-HE, CS-CH, CS-EA, CS-BU 또는 CS- 

AQ를 우태아 혈청을 첨가하지 않은 성장배지로 희석한 후 

24시간 단독 처리하여 시료의 세포독성을 알아보았다. 산화

적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시료의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시료를 500 μM H2O2와 30분 또는 1시간 SK- 

N-SH 세포에 동시에 처리하거나 시료를 200 μM H2O2와 

24시간 처리하였다. ROS 생성 억제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료와 500 μM H2O2를 동시에 30분간 SK-N-SH 세포에 

처리하였다. 무처리군과 H2O2 처리군은 대조군 및 양성 대

조군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enzyme-linked immunoa-

bsorbent assay(ELISA) 분석을 위해서는 세포수를 1×106 

cells/well로 하여 6-well plates에 배양하고 시료와 500 

μM H2O2를 동시에 30분간 SK-N-SH 세포에 처리하였다.

세포내 활성산소종(ROS) 측정

SK-N-SH 세포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

의 유무 및 시료가 뇌신경세포내 ROS를 소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DCF- 

DA)를 prove로 이용한 SK-N-SH 세포내 생성된 ROS 양

을 측정하였다. 10 mM DCF-DA를 만들어 10 µM 농도가 

되도록 PBS로 희석시켰다. 세포에 배지를 제거한 후 10 µM 

DCF-DA 용액을 세포에 더한 후 37°C에서 45분간 배양하

였다. DCF-DA 용액을 제거한 후 PBS로 남아 있는 DCF- 

DA를 완전히 제거한 후 PBS를 더하여 5분간 배양시켰다. 

세포내 형광 광도의 변화를 형광광도계(Bio Tek, Winoos-

ki, VT, USA)를 이용하여 488 nm(excitation)와 525 nm 

(emission)에서 측정하였다(3).

세포독성 평가

배양이 끝난 SK-N-SH 세포의 생존율은 Kwon 등(3)이 

사용한 MTT[3-(4,5-dimethythiazol-2-yl)-2,5-di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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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er ac-
tivity of extracts from Cirsium seti-
dens (CS), Pleurospermum kamt-
schaticumin (PK), and Allium victo-
rials (AV). Values are mean±stand-
ard deviation (n=6).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j)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ylterazolium bromide] 환원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즉 각 well MTT 용액(5 mg/mL)을 성장배지의 10분의 

1을 가해 주고 다시 37°C에서 4시간 더 배양하여 MTT를 

환원시켜 생성된 formazon이 배지에 따라 나가지 않도록 

배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였다. 남아 있는 배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dimethyl sulf-

oxide(DMSO)를 이용하여 용해시킨 시료를 57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 측정 시 공시료는 DMSO로 하였

고, 세포의 생존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세포생존율(%)=
시료 처리군의 흡광도

×100
대조군의 흡광도

세포내 p38 MAPK 인산화 측정

SK-N-SH 세포내 phospho-p38(p-p38) MAPK(mi-

togen-activated protein kinase)의 활성화를 알아보기 위

해 시료를 처리한 세포에서 단백질을 분리하여 p38 MAPK

의 인산화 정도를 MAPK(Thr180/Tyr182) Sandwich ELISA 

Kit(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을 사

용하여 ELISA를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 결과들은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

viation, SD)로 표시하였고 실험군 간 평균의 차이는 one- 

way ANOVA로 유의성을 확인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stat-

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2.0 프로

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곤드레, 누룩치 및 산마늘 추출물들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DPPH는 비교적 안전한 free radical로 실제 항산화 활성

도와 연관성이 높고 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어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항산화 측정 방법이다

(18). 곤드레 추출물(CS), 누룩치 추출물(PK) 그리고 산마

늘 추출물(AV) 처리에 의한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CS, PK 그리고 AV를 각각 0, 8, 15, 

30, 60, 125, 250, 500, 1,000 및 3,0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CS는 125 μg/mL 농도부터, 

PK는 60 μg/mL 농도부터 그리고 AV는 500 μg/mL 농도부

터 90% 이상의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여 주었고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은 순서는 PK>CS>AV였다.

Doh 등(19)은 산마늘이 오가피, 산수유 및 더덕보다 더 

강한 DPPH radical 소거 작용을 나타내었고 이는 양성대조

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보다 약간 낮았다고 보고하였

으며, Kim 등(20)은 누룩치 80% 에탄올 추출물이 DPPH 

라디칼 소거 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활성이라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고하였으나, 양성 대조군인 as-

corbic acid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보다 산마늘과 누룩

치의 항산화력은 같은 조건에서 동시에 비교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Kwon 등

(3)의 보고에서는 곤드레 70% 주정 추출물을 함유한 모닝빵

이 농도 의존적으로 DPPH 라디칼 소거 작용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곤드레, 누룩치 및 산마늘 70% 에탄올 추출물은 

DPPH 라디칼 소거 작용에 대한 일부 보고가 있으나 이들 

세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비교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세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산채 중 식･의약 소재로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곤드레, 누룩치 및 산마늘 추출물들의 세포독성능 평가

CS, PK 그리고 AV의 농도별(0, 50, 100, 200, 400 μg/ 

mL) 세포독성을 알아본 결과는 Fig. 2와 같다. CS 또는 AV

를 SK-N-SH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400 μg/mL까지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PK는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독성

이 나타났으며, 50 μg/mL에서는 70.2% 세포생존율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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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cell viability of extracts from Cirsium setidens
(CS), Pleurospermum kamtschaticumin (PK), and Allium victo-
rials (AV).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8).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The protective effect on cell viability of extracts from
Cirsium setidens (CS) and Allium victorials (AV).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8).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
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ells were exposed to extract 
(0, 50, 100, and 200 μg/mL) and 200 μM H2O2 simultaneously
for 24 h.

내었고 100 μg/mL에서는 대부분의 세포가 사멸하였다. 따

라서 CS와 AV는 400 μg/mL까지 세포독성 없는 안전한 농

도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PK는 세 가지 산채 추출물들 중 

가장 강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저농도에서 강한 세

포 독성을 나타내어 계속되는 실험에서는 PK를 제외하였

고, CS와 AV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농도인 50, 100 

그리고 200 μg/mL를 세포 처리 농도로 선택하였다.

Kim 등(20)은 누룩치의 추출물 및 분획물이 강한 항산화 

효과 및 tyrosinase 저해 활성에 의한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식품 첨가물 및 화장품 원료 등 기능성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 누룩치 70% 에탄올 

추출물은 저농도에서도 뇌신경세포를 사멸시키는 강한 세

포독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곤드레 및 산마늘 추출물들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

경세포 보호 효과

인간의 신경세포주인 SK-N-SH 세포에 대표적인 활성

산소종인 H2O2를 처리하여 유발시킨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

한 CS와 AV 처리에 의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측정한 결과

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세포생존율은 200 μM H2O2를 24

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무처리구인 대조구와 비교하여 

71.4%의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50, 100 그리고 200 

μg/mL CS 또는 AV를 200 μM H2O2와 동시에 처리하였을 

경우 CS와 AV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생존율을 증가시

켰다. H2O2와 함께 CS를 100과 200 μg/mL 처리하였을 때 

103.2%와 106.0%의 생존율을 나타내었고, AV를 100과 

200 μg/mL 처리하였을 때 100.7%와 103.4%의 세포생존

율을 보여 주었다(Fig. 3). 200 μM H2O2와 동시에 200 μg/ 

mL CS 처리한 결과 H2O2만 처리했을 때와 비교하여 신경세

포가 34.6% 더 살아 있었다(P<0.05).

CS는 고농도에서도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강한 

항산화 효과 및 약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뛰어났으므로 강한 산화적 스트레스 조건 하에

서도 CS가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A는 농도별 CS(0, 50, 100 그리고 200 

μg/mL)와 500 μM H2O2를 30분간 SK-N-SH 세포에 동시

에 처리한 후 CS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낸 것이고, 

Fig. 4B는 CS와 500 μM H2O2를 1시간 동안 SK-N-SH 

세포에 동시에 처리한 후 CS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

낸 것이다. 

SK-N-SH 세포에 500 μM H2O2를 30분간 또는 1시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구인 대조구에 비해 55.1%와 19.9% 생

존율을 나타내었으며, 200 μg/mL CS와 500 μM H2O2를 

동시에 30분 처리했을 때 75.4%와 1시간 처리했을 때는 

39.2%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어 H2O2만 처리한 군과 비교하

면 20.3%와 17.3%의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CS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뇌신경세포가 많이 

사멸했을 경우보다 뇌신경세포가 적게 사멸했을 때 더 효과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CS가 초기 퇴행성 신경질

환인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과 같은 뇌질환 환자들을 위해 

식･의약 소재로 활용되어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할 수 있

다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곤드레 추출물은 산마늘 추출물보다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가지고 있었고(Fig. 1), H2O2와 

두 추출물들을 각각 처리했을 때 유사한 세포 사멸 억제 효

과가 있었으므로(Fig. 3) 계속되는 실험에는 곤드레 추출물

만 사용하였다.

곤드레 추출물들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ROS 생성 억

제 효과

신경세포 사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산화적 유도자들 중에

서도 특히 ROS의 주성분인 H2O2는 뇌신경세포 모델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3). 신경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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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rotective effect on cell viability of extract from
Cirsium setidens (C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8).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Cells were exposed to CS (0, 50, 100, and 200
μg/mL) and 500 μM H2O2 simultaneously for 30 min. (B) Cells
were exposed to CS and 500 μM H2O2 simultaneously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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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protective effect of extract from Cirsium setidens
(CS) on H2O2-induced intracellular ROS formation.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8).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
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ells were exposed to CS 
(0, 50, 100, and 200 μg/mL) and 500 μM H2O2 simultaneously 
for 30 min. 

성 장애와 같은 질환의 원인이 활성산소에 기인된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신경세포 내 생성되는 ROS를 소거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은 뇌신경세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CS의 ROS 생성 억제 효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는 다양한 농도의 CS(0, 50, 100 그리고 200 μg/mL)

와 500 μM H2O2를 동시에 30분간 SK-N-SH 세포에 처리

한 후 CS의 세포내 ROS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500 μM H2O2 처리 30분 후 세포내 ROS는 무처리구인 대조

군과 비교하여 2.8배 증가하였으나 CS 처리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내 ROS 생성량이 감소하였고, CS 100 μg/ 

mL 처리에 의해 무처리군인 대조군 수준으로 ROS 생성량

이 감소하였다(Fig. 5).

Kim 등(21)은 검정콩 껍질에서 분리된 안토시아닌이 

SK-N-SH 세포에 H2O2를 처리하여 생성된 ROS를 소거함

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뇌신경 세포 SK-N-SH 사

멸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고, Kwon 등(3)은 곤드레 주정 

추출물이 함유된 모닝빵 섭취가 뇌질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는데, 이는 곤드레 빵 추출물이 세포내 생성

되는 ROS를 소거함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뇌신경

세포 사멸을 억제하여 주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ROS 

생성 억제 효과를 가진 곤드레 추출물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뇌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함으로써 뇌질환 개선 효

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곤드레 분획물들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곤드레 70% 에탄올 추출물의 순차적 용매 분획물들에 

대한 DPPH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6과 같다. 다양한 

농도(0, 4, 8, 15, 30, 60, 125, 250 그리고 500 μg/mL)의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및 물 분획물

(CS-HE, CS-HE, CS-CH, CS-EA, CS-BU, CS-AQ)은 

농도 의존적으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CS-EA는 60 μg/mL부터, CS-HE와 CS-CH는 125 μg/mL

부터 그리고 CS-BU는 250 μg/mL부터 95% 이상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고 5개의 분획물들 중에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CS-EA)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

다. 물 분획물은 500 μg/mL 처리군에서도 DPPH 라디칼 

소거 작용이 67.3%로 5개의 분획물들 중 가장 낮은 DPPH 

라디칼 소거 작용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곤드레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가장 높

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낸 것은 누룩치 추출물, 

산초 및 씀바귀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다(20,22,23).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 농도에 따른 

항산화 활성 변화 곡선으로부터 산화를 50% 억제시키는 농

도인 IC50으로 나타내었을 때 곤드레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물에서 IC50 값은 15 μg/mL였고, 이는 누룩치의 에틸아세테

이트 분획물의 IC50 값 40 μg/mL(20)와 제주도 자생 노루참

나물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IC50 값 97 μg/ 

mL(24)와 비교하여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곤드레 분획물들의 세포독성 평가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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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PPH radical scavenger activity of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and aqueous fractions (CS-HE, CS-CH, CS-EA,
CS-BU, and CS-AQ) from Cirsium setidens extract.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6).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q)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7. Effect of cell viability of hexane, chloroform, ethyl ace-
tate, butanol, and aqueous fractions (CS-HE, CS-CH, CS-EA, 
CS-BU, and CS-AQ) from Cirsium setidens extract.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8). NS: not significant.

Fig. 8. The protective effect on cell viability of hexane, chloro-
form, ethyl acetate, butanol, and aqueous fractions (CS-HE, CS-
CH, CS-EA, CS-BU, and CS-AQ) from Cirsium setidens extract.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8).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g)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Cells were ex-
posed to fractions (0, 25, and 50 μg/mL) and 500 μM H2O2
simultaneously for 30 min. (B) Cells were exposed to fractions
and 500 μM H2O2 simultaneously for 1 h.

인간의 신경세포주인 SK-N-SH 세포에 CS-HE, CS- 

CH, CS-EA, CS-BU 그리고 CS-AQ를 각각 농도별(0, 25, 

50, 100 μg/mL)로 24시간 처리하였을 때 모든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Fig. 7). 따라서 계속되는 연

구에서는 0, 25 그리고 50 μg/mL 농도를 사용하였다.

Fig. 8A는 곤드레 분획물들과 500 μM H2O2를 동시에 

30분 동안 처리하였을 때 세포생존율 결과이고, Fig. 8B는 

곤드레 분획물들과 500 μM H2O2를 동시에 1시간 동안 처리

하였을 때 세포생존율 결과이다. 곤드레 분획물들과 500 μM 

H2O2를 동시에 30분간 처리하였을 때 500 μM H2O2 단독 

처리에 의한 SK-N-SH 세포의 생존율은 56.4%였으나 모

든 분획물들 처리는 유의적으로 세포생존율을 증가시켰으

며, 특히 CS-CH 그리고 CS-EA 50 μg/mL 처리에 의해 

세포생존율이 75.1% 그리고 74.4%로 증가하였고 H2O2만 

처리한 처리군보다 18.7% 그리고 18%의 신경세포생존율

을 증가시켰다(Fig. 8A). 곤드레 분획물들과 500 μM H2O2

를 동시에 1시간 처리하였을 때 500 μM H2O2의 1시간 동안 

단독 처리에 의한 SK-N-SH 세포의 생존율은 24.9%였으

나 CS-HE, CS-CH, CS-EA, CS-BU 또는 CS-AQ 처리에 

의해 세포생존율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CS-CH 및 CS-EA 



곤드레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뇌신경 보호 효과 353

Fig. 9. The protective effect of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and aqueous fractions (CS-HE, CS-CH, CS-EA, CS- 
BU, and CS-AQ) from Cirsium setidens extract on H2O2-induced
intracellular ROS formation.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
tion (n=8).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ells were exposed to fractions (0, 25, and 50 μg/mL)
and 500 μM H2O2 simultaneously for 30 min. 

Fig. 10. The protective effect of extract from Cirsium setidens
(CS) and ethyl acetate fraction (CS-EA) from CS on H2O2-in-
duced phosphorylation of p38 MAPK protein in SK-N-SH cells.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ells were exposed
to CS or CS-EA (0, 25, and 50 μg/mL) and 500 μM H2O2 simul-
taneously for 30 min. 

50 μg/mL 처리에 의해 세포생존율이 40.2% 그리고 41.5%

로 증가하였고 H2O2만 처리한 세포생존율과 비교하여 

15.3% 그리고 16.6% 세포생존율이 증가하였다(Fig. 8B). 

본 연구 결과는 곤드레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CS-EA)

과 클로로포름(CS-CH)은 다른 분획물들과 비교하여 비슷

하거나 더 효과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뇌신경세포

를 보호함으로써 뇌신경 사멸을 억제시켰고, 강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오래 노출되어 뇌신경세포 사멸이 심하게 진행

된 경우보다 뇌세포 사멸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이들 분획

물의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더 뛰어났다. 따라서 초기 뇌

질환 환자들을 위해 CS-EA와 CS-CH는 뇌질환 개선을 위

한 식･의약 소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곤드레 분획물들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ROS 생성 억

제 효과

SK-N-SH 세포에 500 μM H2O2를 30분 동안 처리하였

을 때 생성된 ROS는 대조군(control: 100%)과 비교하여 약 

322% 증가하였고, CS-BU를 제외한 곤드레 분획물 50 μg/ 

mL 처리에 의해 유의적으로 세포내 ROS 생성량이 감소하였

다(P<0.05). 50 μg/mL 처리에 의해 CS-HE, CS-CH, CS- 

EA, CS-BU 그리고 CS-AQ는 각각 266.2%, 273.0%, 

255.9%, 294.6% 그리고 277.6%였고 CS-EA가 가장 효과

적으로 세포내 ROS를 감소시켰는데(Fig. 9), 이는 CS-EA

의 강한 항산화 효과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곤

드레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강한 항산화 효과에 의해 세

포내에 생성되는 ROS를 소거함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뇌신경세포를 보호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뇌신경세포내 H2O2에 의해 유도된 p38 단백질 인산화에 

대한 곤드레 분획물의 영향

곤드레 추출물 및 분획물의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 연구를 위하여 산화적 스트레스 조건 하

에 뇌신경세포 사멸과 관련하여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p38의 인산화를 측정하였다(25). 

SK-N-SH 세포에 500 μM H2O2 처리에 의해 인산화 된 

p-p38 단백질 수준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25 그리고 50 

μg/mL CS 및 CS-EA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10). H2O2 처리에 의해 인산화 된 p-p38 단백질 함량

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2.2배 증가하였고 같은 농도에서 

CS-EA는 CS보다 더 효과적으로 H2O2 처리에 의해 증가된 

p-p38 단백질 생성량을 감소시켰으며, 50 μg/mL CS-EA

를 처리했을 때 대조군과 비교하여 1.2배였으므로 H2O2 처

리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이었고 대조군과 유사한 수

준이었다(P<0.05). 

포유동물 세포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되는 

MAPK 신호전달 경로에는 p38, c-Jin N-terminal kinase 

(JNK) 그리고 apoptosis signal-regulating kinase(ASK1)

가 포함되어 있고,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세포 내부에서 

MAPK 신호전달 경로가 활성화되면 결국 뇌신경세포 사멸

을 유도하고 이는 뇌질환 유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5-27). p38 인산화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뇌신경세포 사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이들 MAPK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시키는 천연 소재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3,21), 본 연구에서 곤드

레 70% 에탄올 추출물 및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된 p38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뇌신

경세포를 보호하여 뇌질환 예방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추정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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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신경계 질환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에 의

해 발생하는 것이 하나의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H2O2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곤드레

(Cirsium setidens, CS), 누룩치(Pleurospermum kamt-

schaticumin, PK) 그리고 산마늘(Allium victorials, AV)의 

뇌신경 보호 효과 및 그 기전에 대한 것이다. CS와 AV 처리

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400 μg/mL까지 인간의 신경세포주

인 SK-N-SH 세포에 대해 세포독성이 없었다. 산화적 유도

자인 H2O2를 SK-N-SH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세포사멸 및 

활성산소종(ROS) 생산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CS 또는 

AV 처리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된 세포사멸

과 ROS 생산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실험한 산채 중에 CS

와 PK가 AV보다 더 강한 DPPH 라디칼 소거 작용이 있었으

나 PK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SK-N-SH 세포를 사멸시키는 

강한 세포독성을 가지고 있었다. CS는 AV보다 산화적 스트

레스에 대항하여 세포사멸 및 ROS 생성에 더 높은 저해적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계속되는 실험에는 CS를 사용

하였다. CS의 순차적 용매 분획물들인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및 물 분획물들(CS-HE, CS-CH, 

CS-EA, CS-BU, CS-AQ)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항하여 

SK-N-SH 세포사멸 및 세포내 ROS 생성을 억제하였다. 

CS-EA는 5개의 분획물들 중 가장 강한 DPPH 라디칼 소거 

작용 및 세포내 ROS 소거 활성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한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CS-EA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된 세포자멸사(apoptosis)의 신호전

달 경로에 관여하는 p38의 인산화를 저해함으로써 활성화

되는 것을 약화시켰다. 이 결과들은 CS-EA가 뇌신경세포

에서 항산화 효과 및 p38 인산화 억제에 의한 뇌신경 보호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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