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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포도당으로 유도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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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he physiological effect of Hibiscus sabdariffa, in vitro antioxidant activities and neuroprotective
effects against high glucose-induced oxidative stress were examined. The ethyl acetate fraction (EtOAc-Fr) from H. sabdariffa
contained high total phenolic contents compared with other fractions but total anthocyanin contents were lower than 80%
Ethanol extract showed the highest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malondialdehyde inhibitory effect. Furthermore, the EtOAc-Fr decreased the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level, and protected the neuron-like PC12 cells from high glucose-induced cytotoxicity. The EtOAc-Fr also presented
inhibitory effects against acetylcholinesterase as an acetylcholine hydrolase enzyme. Finally, chlorogenic acids as main
phenolics by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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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며(1), 특

히 고혈당은 당뇨 환자의 주요 특징으로, 고혈당이 지속되면 활

성산소의 생성이 증가되고, 과도하게 형성된 활성산소는 신경세

포 손상 및 당뇨병성 신경 병증을 유발시킨다(2).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은 신경세포를 사멸시켜 뇌에서 학

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

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며,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스라는 아세틸

콜린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에 의해 더욱 악화될 수 있다(3). 이처

럼 활성산소는 신경퇴행성 장애와 비만, 암 등 여러 질병에 관여

하는 물질로서 이 활성산소를 조절할 수 있는 산화방지제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과 다르게 부작용이

없고 섭취 시 안전한 천연 식품유래 산화방지제의 연구는 최근

들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4).

로젤(Hibiscus sabdariffa)은 서아프리카가 원산지로 추정되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식용 식물로서 다년생 식물이다. 허브 차,

잼, 와인, 주스와 건강보조식품 소재로써 사용되며, 국내 식품공

전에도 등록되어 있다(5). 식물계 2차 대사산물의 하나인 페놀류

는 다양한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페놀류는 분자 내 수산기를 2

개 이상 지니고 있어 단백질과 기타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는 성

질이 강해 산화방지 활성 및 항노화와 같은 생리적 효과를 나타

낸다(6). 특히, 로젤은 이전 연구에서 사이아니딘-3-삼부바이오사

이드(cyanidin-3-sambubioside), cyanindin-3-glucoside, 델피니딘-3-글

루코사이드(delphinidin-3-glucoside) 등의 안토사이아닌을 포함한

폴리페놀성 화합물의 존재가 보고되었으며, 최근 노화 방지, 항

알레르기, 항염증, 항암, 항당뇨병과 산화방지 효과와 같은 다양

한 생리활성을 통해 고혈압, 간질환,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은 특

정 질환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5,7,8). 반

면 혈당 상승으로 인한 신경세포 사멸에 대한 로젤의 효과 연구

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포도당으로

유도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산화방지 효과와 이에 대한 신경

세포 보호효과를 확인하고, 로젤에 존재하는 주요 폴리페놀성 생

리활성 물질 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폴린시오칼츄페놀시약(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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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ic acid),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acid)

(ABTS),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2',7'-dichlorof-

luorescein diacetate (DCF-DA), 과산화수소(H2O2), 3-(4,5-dimeth-

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분석 키트

(assay kit)는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신경세포배양을 위해 필요한 RPMI 1640 배

지(medium)와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은 Gibco BRL

Co.(Grand Island, NY, USA)제품을 사용하였으며, 페니실린(peni-

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탄산수소소듐(sodium bicar-

bonate)과 HEPES 그리고 나머지 시약은 Sigma-Aldrich Chemical

Co.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로젤(H. sabdariffa L.)은 2014년 9월 분말제

품을(Epanie, Berlin, German) 구매한 뒤 냉장보관(4oC)하여 사용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추출물은 로젤 분말 60 g을 80% 에탄올

3 L에 첨가 한 뒤 60oC에서 2시간 동안 환류냉각 추출하였으며,

이 추출물을 NO. 2 거름종이(Whatman International Limited,

Kent, UK)로 여과 한 뒤 진공농축기로 농축하였다. 이 농축된 추

출물에 3차 증류수를 250 mL를 첨가 한 뒤, 1:1의 비율로 노말

헥세인(n-hexane), 클로로폼(chloroform), 그리고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용매를 각각 사용하여 분획하였다. 각 분획물은 농축 후

냉동 건조하여 −20oC에서 보관하였다.

총 페놀 함량과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

로젤의 총 페놀 함량은 폴린시오칼토 방법으로 측정하였다(7).

로젤의 최적의 추출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0, 20, 40, 60, 80,

95% 에탄올을 각각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760 nm에서 흡광도

(Libra S32PC, Biochrom Ltd., Cambridge, UK)를 측정하였고 측

정된 흡광도는 갈산(gallic acid) 보정선을 이용하여 총 페놀화합

물 함량을 계산하였다.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은 pH 차등 흡광 방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9). 추출 시료 용액의 안토사이아닌 함

량(mg/L)는 cyanidin-3-glucoside의 몰흡광계수를 이용하여 함량을

계산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 지방질과산화물(malondialdehyde)

억제 활성

ABTS 용액은 734 nm에서 0.70±0.02가 나오도록 흡광도를 조

정해주고,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7). 마우스 뇌 조직을

이용한 지방질과산화 억제활성 측정은 Cheng 등(9)의 방법을 변

형하여 사용하였고,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신경세포 배양과 세포내 산화 스트레스 측정

PC12 세포(KCLB 21721,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는 신경세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포로 37oC, 5% CO2 조

건에서 배양하였다. 고포도당으로 유도 된 PC12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 생성량의 측정은 DCF-DA 측정방법으로 수행하였다(10).

신경세포 보호효과 측정

고포도당으로 유도된 PC12 세포에 대한 세포 생존율은 MTT

환원 측정법으로 수행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비타민 C

와 시료 용액을 농도별로 PC12 세포에 처리하고 30분 후, 50

mM 글루코스를 대조군을 제외한 샘플 처리군에 24시간 동안 반

응시켰다(10).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스(acetylcholinesterase) 억제 활성 측정

아세트산에틸에 대한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스 억제 효과는

Ellman’s 비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1). PC12 신경세포로부

터 추출된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스 억제 활성 측정은 아이오딘

화 아세틸콜린(acethylcholine iodide)을 기질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PLC를 통한 생리활성물질 분석

로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폴리페놀성 생리활성물질을 동정

하기 위해 HPLC (Ultra mate 3000 series, Dionex, CA, USA)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조건 중 컬럼(column)은 C18 column (250×4.6

mm, 5.0 µm, Shim-pack GIS, Shimadzu, Tokyo, Japan)을 사용하

였고, 이동상은 폼산(formic acid)으로 pH 4.0으로 조절한 10 mM

아세트산암모늄(A)과 0.1% 폼산을 함유한 메탄올(B)의 조성비를

15-40%(0-20분), 40-90%(20-40분), 90-10%(40-50분)으로 총 50분

간 분석하였다(12). 시료의 주입량은 20 µL, 이동상 유속은 1.0

mL/min이며, UV 검출장치의 파장은 어레이다이오드검출기(diode

array detector, DAD)로 325 nm에서 분석하였다.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여 mean ± SD로 나타내었으며, 각

평균값에 대한 검정은 SAS software (version 9.1,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를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다중범위검정법(Duncan’ mul-

tiple range test)으로 각 시료간의 유의차를 5% 수준에서 검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과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 분석

로젤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물질의 최적 추출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0, 20, 40, 60, 80, 95%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각 농

도에서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31.75, 37,41, 42.58, 44.33,

49.50, 33.91 mg GAE/g)(data not shown).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해

본 결과 다른 농도의 에탄올 추출물보다 80% 에탄올 추출물(49.50

mg GAE/g)에서 가장 높은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Peng 등(12)이 보고한 로젤 분말을 60oC에서 30분 동안 가

열·교반 추출한 후, 노말헥세인(n-hexane),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용매로 분획하여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아세트산에틸 분

획물(58.80 mg GAE/g)보다 높은 함량이며, 식물의 가용성 물질을

안정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환류냉각 추출법에 의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에 따라 80% 에탄올 추출물을 노말헥세인, 클로로폼,

아세트산에틸과 3차 증류수 순으로 분획을 실시하고 각각의 분

획물을 얻었으며, 각 분획물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아세

트산에틸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페놀함량을(71.41 mg GAE/g)나

타냈고(data not shown),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모든 실험

은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총 안토사이아닌 함량은 로젤 80% 에탄올 추출물과 아세트산

에틸 분획물로 실험하였다. 80% 에탄올 추출물과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은 각각 12.40, 0.03 g/L의 안토사이아닌 함량을 보였다(data

not shown). 다만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에서의 안토사이아닌 함량

이 매우 낮은 이유는 극성도에 따라 각각의 용매로 분획을 하는

과정 중에서 80% 에탄올 추출물에 있던 안토사이아닌류가 다른

용매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된다(13).



286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8권 제 3호 (2016)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 지방질과산화물(malondialdehyde)

억제 활성

ABTS 라디칼 용액은 고유의 청록색이 산화방지 물질과 반응

하면 탈색되는 것을 이용하여 산화방지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이

는 소수성과 친수성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다(14). 처리 농

도 200 µg/mL 농도 이상에서 크게 증가하는 산화방지 활성을 보

였으며, 최고 농도인 1,000 µg/mL의 농도에서 92.37%의 라디칼

소거능력을 나타내었다(Fig. 1(A)). 이는 양성 대조군인 비타민 C

(99.86%)와 유사한 라디칼소거능이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세

트산에틸이 비타민 C와 유사한 산화방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뇌는 신호전달 기능으로 말미암아 다른 기관에 비하여 더 많

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

에 활성산소종에 매우 취약하다. 만약 뇌가 활성산소종 등의 산

화 스트레스에 의해 손상되면 지방질과산화물이 생성되는데 그

중 말론다이알데하이드는 산화 스트레스의 지표로 제시된다(15).

실험 결과,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은 균질화한 마우스 뇌에서 아주

뛰어난 지방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능력을 보여주었다(Fig. 1(B)).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1,000 µg/mL (76.62%)는 양성 대조군인

카테킨(75.30%)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억제 능력을 보여주었

다. 또한, 50%이상의 지방질과산화의 억제 활성은 500 µg/mL농

도에서부터 관찰되었다.

Fig. 2. Inhibitory effect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Hibiscus

sabdariffa (HSEF) on high glucose induced cellular ROS
production (A), neuroprotective effect (B), and acetylcholin

esterase (AChE) inhibitory effect (C). Result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a-g)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Fig. 1.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and malondi-

aldehyde (MDA) inhibitory effect (B)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Hibiscus sabdariffa (HSEF). Result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a-h)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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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포도당으로 유도된 세포내 산화 스트레스와 신경세포 생존

율 측정

DCF-DA assay는 PC12 세포에서 고포도당(high glucose)으로 유

도된 활성산소종의 생성에 대한 억제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수

행하였으며, 그 결과는(Fig. 2(A))와 같다. 고포도당 처리군

(115.27%)은 대조군(100%)에 비하여 세포 내 활성 산소종의 축

적을 증가시켰다. 양성 대조군인 200 µM 비타민 C (63.07%)군에

서, 산화 스트레스는 고포도당 처리군에 비하여 약 52.20% 감소

하였다. 비록 아세트산에틸 분획물 처리군이 비타민 C 처리군 보

다는 낮지만, 고포도당 그룹과 비교 하였을 때, 활성 산소종의 축

적 수준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본 실험의 결과는 아세트산에

틸 분획물이 고포도당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고포도당으로 유도된 신경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MTT assay

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Fig. 2(B))에 나타내었다. 고포도당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생존율이 대조군(100%)에 비해 약 20.52% 감

소하였으며, 비타민 C (98.31%)군은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냈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

을 처리한 그룹에서는 고포도당으로 유도된 신경세포 독성을 효

과적으로 억제하였으며, 고포도당 군과 비교하였을 때 세포 생존

율은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므로 본 실험의 결과는 고포도

당으로 유도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산화방지 효과를 유도하여

역시 고포도당으로 유도된 신경세포 독성에 대한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우수한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 억제 효과 측정

실험의 결과는, 비록 양성 대조군인 타크린(81.41%)보다는 낮

지만,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에 대한

유의적인 억제 효과를 보여주었다(Fig. 2(C)). 로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억제 효과는 최고 농도 1,000 µg/mL (47.23%)에서는 타

크린과 비교하여 약 34.18%의 억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실

험의 결과는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고포도당으로 유도된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

하고 더불어 신경전달물질 분해 효소 역시 유의적으로 억제하여

당뇨로 유발되는 인지기능 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HPLC를 통한 생리활성물질 분석

로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에 대한 HPLC 분석결과, 폴리페놀

성 화합물 검출이 용이한 325 nm 조건에서 16.00분에 피크(peak)

가 관측되었다. 이는 표준물질 클로로겐산의 머무름 시간과 UV-

VIS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을 때 일치하는 것(similarity

0.9978)으로 확인되었다(Fig. 3). 다만 12.04분과 17.32분에서 클로

로겐산의 이성질체로 추정되는 물질들이 분석되었으며, Peng(12)

등이 보고한 로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HPLC 분석결과와 비

Fig. 3. HPLC chromatograms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Hibiscus sabdariffa (HSEF) (A) and chlorogenic acid as a standard (B) at
325 nm. Phenolics were analyzed by comparing their retention time (RT) and UV spectra of known standards. All analyses were run in
tripl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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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 볼 때 5-caffeoylquinic acid (5-CQA) 및 4-CQA로 추정된다.

이들 이성질체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Q-TOF-/MS/MS 또는

GC/MS 등의 분석방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동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클로로겐산은 체내에서 산화방지 작용은 물론 항균

활성과 항암 물질로 작용하여 오늘날 건강기능 식품 소재의 성

분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보고되어 왔다(16). 이러한 보고들에 의

하여 판단해 보았을 때, 기존의 로젤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로 알

려져 있는 사이아니딘-3-삼부바이오사이드(cyanidin 3-sambubioside),

사이아니딘-3-글루코사이드(cyanindin-3-glucoside) 등의 안토사이

아닌류가 아닌 로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에서 확인된 클로로겐

산이 고포도당으로 유도된 산화 손상에 대한 in vitro 산화방지

활성과 이로 인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

다. 결국, 로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에서 확인된 클로로겐산에 대

한 구체적인 분석과 동물실험 등을 통해 당뇨성 인지기능저하에

대한 로젤 개선 효과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포도당 조건에서 로젤의 산화방지 효과와 산

화 손상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검증하였다. 총 페놀 함량

은 아세트산에틸 분획물(71.41 mg GAE/g)이 다른 분획물보다 높

았으며, 이에 따라 아세트산에틸 분획물로 in vitro 산화방지 실

험을 진행한 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

지방질과산화물 생성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신경세포에 고포도

당으로 유발시킨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로젤 아세트산에틸 분획

물은 산화 스트레스의 생성을 억제하고 신경세포 생존율을 향상

시켰다. 더불어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분해하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의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HPLC 분석 결

과 로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에 존재하는 주요 페놀화합물은 클

로로겐산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클로로겐산을 함유하는 로

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은 우수한 산화방지 효과와 신경세포 보

호효과 그리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스 억제 효과를 유도한 것

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고포도당 상태에서 발생하는 당뇨성

퇴행성 신경질환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

재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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