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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12 신경세포에서 고당 및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곰취 추출물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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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from gomchwi (Ligularia fischeri) extract against high glucose/H
2
O

2
-

induced oxidative stress and in vitro neurodegeneration were investigated to confirm the physiological property of the
extract. The ethyl acetate fraction of gomchwi extract showed the highest total phenolic contents than the other solvent
fractions. An anti-hyperglycemic activity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was evaluated using the α-glucosidase inhibitory
assay, and the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IC

50
) value for α-glucosidase was found to be 727.64 μg/mL. In

addition, the ethyl acetate fraction showed excellent 2,2'-azino-bis (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inhibition of malondialdehyde production. The ethyl acetate fraction also decreased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whereas neuronal cell viability against high glucose/H

2
O

2
-induced cytotoxicity was

found to be increased. Finally, 3,5-dicaffeoylquinic acid as a main phenolic compound in the ethyl acetate fraction was
analyzed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These results suggest that gomchwi might be a good natural source
of functional materials to prevent diabetic neurod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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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당뇨병의 유병률은 21

세기의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 중에 하나이다. 국제 당뇨병 연맹

에 따르면 2014년 3억 8천명에서 2035년 5억 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 당뇨 환자의 경우 증가된 혈당을 조절하

지 못하여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그 대표적인 예로 당뇨병성 신경 병증이 있다. 당뇨병에 의

한 고혈당은 신경계 손상의 주요 원인이며 폴리올 경로, 당화 최

종 생산물 경로, 단백질 인산화효소-C 및 헥소사민 경로와 같은

네 가지의 경로를 통해 활성산소종의 수준을 상승시킨다고 알려

져 있다(2).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당류의 분해 대사를 유도하는

알파글루코시데이스(α-glucosidase)를 억제하여 고혈당을 개선시키

는 방법 등이 보고되고 있다(3).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

cies, ROS)에는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H
2
O

2
), 초과산화음

이온(superoxide anion, O
2

−), 하이드록실 라디칼(hydroxyl radical,

OH•) 등이 속해 있는데, 이들은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므로

주위 세포들과 반응하여 단백질 변성 또는 불활성화 및 신경세

포 등에 산화적 손상을 유발시킨다. 이들 ROS는 인간의 몸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대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과량의

활성산소는 동맥경화, 당뇨병, 암, 퇴행성 치매와 같은 각종 질병

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4,5). 특히 신경세포는 신호전달을 위한

구조적 특성상 지방질 성분이 많아 산화적 스트레스에 매우 취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ROS의 과잉 생성은 뇌신경세포의

기능장애 및 세포사멸을 유발한다. 과도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

해 퇴행성 뇌신경질환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인지 및 기억능력

장애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

는 산화방지제를 섭취함으로써 감소될 수 있으며, 우수한 활성을

가졌으나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BHA (Butylated

hydroxyanisole),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등의 합성 산화

방지제들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산화방지제들에 대한 연

구는 당뇨 발병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다(8).

곰취(Ligularia fischeri)는 한국, 일본, 중국, 동시베리아 등지에

자생하며 우리나라의 깊은 산 고원지대에서 자라는 국화과

(compositae)의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최근에는 강원도 지역 위주

로 인공재배를 하고 있으며, 독특한 향미가 있어 주로 어린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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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 무침, 녹즙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섭취하고 있다. 곰취에는 다

른 채소류에 비해 각종 비타민류와 무기질 등을 풍부하게 함유

하고 있어서 비교적 높은 영양소 함량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또한 곰취는 예로부터 기침, 가래, 요통, 천식 및 혈액순

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곰취의 뿌리와 근경은 호로칠

이라 하며, 타박상, 진해, 거담 및 각혈 등의 치료에 이용된다(10).

하지만 현재까지 당뇨 개선 연구를 위한 곰취의 알파글루코시데

이스 억제 능력 및 고당(high glucose)으로 유도 된 산화적 스트

레스에 대한 뇌신경세포 보호효과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곰취를 이용하여, 유기체 내 당 형

성 억제 능력으로서의 in vitro 알파글루코시데이스 억제능력과

고당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뇌신경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

한 보호효과를 밝혀 혈당 상승으로 인한 퇴행성 신경질환 합병

증 유도에 대한 개선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폴린-시오칼토 페놀시약(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갈산

(gallic acid), 2,2'-azino-bis (3-ethylbenzthiazoline-6-sulfonic-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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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orescein diacetate (DCF-DA), 과산화수소(H
2
O

2
), 3-(4,5-dimeth-

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는 Sigma-

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제품을 구입하였다.

신경세포배양을 위해 필요한 RPMI1640 배지와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은 Gibco BRL Co.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탄산수소나트륨(sodium bicarbonate)와 HEPES 및 나머지 시약은

Sigma-Aldrich Co.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곰취(Ligularia fischeri)는 강원 인제군 상남

면 상남리에서 생산된 것으로 2014년 9월에 구매하여, 드라이 오

븐(SH-40, Seyoung Scientific Co., Bucheon, Korea) 40oC에서 건

조시킨 후, 파쇄하여 냉동보관(−20oC)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건

조된 곰취 100 g에 80% 에탄올 2 L을 첨가하여 환류 냉각 하에

2시간 동안 추출하였으며, 이 추출액을 여과하여 감압 농축하였

다. 그 후 이 추출물을 용매별 극성 차를 이용해 서로 성질이 다

른 용매를 첨가하여 단계적으로 분획하였다. 곰취 에탄올 추출물

에 노말헥세인산과 물을 1:1 비율로 분획깔때기에 넣고 노말헥세

인산 층과 물 층을 분획하였고, 물층을 다시 클로로폼과 1:1 비

율로 분획깔때기에 넣고 클로로폼과 물 층을 분획하였다. 이 과

정과 동일하게 아세트산에틸을 추가하여 물 층과 분획을 실시한

후 농축하여 냉동건조 시킨 후 냉동보관(−20oC)하여 각 실험에

사용하였다.

Total phenolic 화합물 함량

추출 시료 용액 1 mL에 3차 증류수 9 mL를 혼합한 후 폴린-

시오칼토 페놀시약 1 mL를 넣고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

시켰다. 반응용액에 7% 탄산소듐(Na
2
CO

3
)용액 10 mL를 넣어 다

시 혼합한 다음 3차 증류수를 25 mL로 정용하였다. 이 혼합 용

액을 23oC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Libra

S32PC, Biochrom Ltd., Cambridge, UK)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

광도는 갈산(gallic acid) 보정선을 이용하여 총 페놀화합물 함량

을 계산하였다(11).

알파글루코시데이스 억제활성 측정

알파글루코시데이스 억제활성은 곰취 아세트산에틸 분획물과

0.1 M 인산나트륨 완충액(pH 6.9) 및 0.5 unit/mL 알파글루코시데

이스 효소액을 혼합하여 37oC에서 10분간 배양한 후, 5 mM 기

질(p-nitrophenyl-α-D-glucopyranoside)을 가하여 37oC에서 5분간 반

응시킨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2).

ABTS 라디칼 소거활성 및 지방질 과산화물(malondialdehyde,

MDA) 생성 억제효과

ABTS용액은 100 mM 인산 완충액(pH 7.4)에 1.0 mM 2,2'-azo-

bis-(2-amidino-propane) dihydrochloride (AAPH)와 2.5 mM ABTS

을 혼합하여 68oC의 water bath에서 30분간 열을 가한 뒤, 실온

에서 10분 동안 식혔다. 만들어진 ABTS용액을 734 nm에서 흡광

도가 0.70±0.02가 나오도록 조정한 뒤, 시료 20 μL에 조정을 마

친 ABTS용액을 980 μL을 혼합하여 10분간 반응시키고, 734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3).

마우스 뇌 조직을 이용한 지방질 과산화 억제활성 측정은 Chang

등(14)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뇌 조직 무게 10배의 20

mM 트리스-염산완충용액(Tris-HCl buffer, pH 7.4)을 첨가하여 균

질화 시킨 후, 4oC에서 15분간 12,000× g의 조건으로 원심분리 하

였다.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등액 0.1 mL에 시료 0.2 mL 및 10

μM 황산철(II) 0.1 mL, 0.1 mM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0.1

mL를 혼합하여 37oC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혼합물에

30%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 0.1 mL와 1% 싸이오바비투르산(thiobar-

bituric acid) 0.3 mL를 첨가하여 80oC에서 20분간 가열한 후, 원

심 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신경세포 배양 및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 측정

신경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PC12 세포(KCLB 21721,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은 25 mM 탄산수소나트륨,

25 mM HEPES, 10% 소태아혈청, 50 units/mL 페니실린 및 100

μg/mL 스트렙토마이신이 포함된 RPMI 1640 배지에서 37oC, 5%

CO
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과산화수소 및 고당으로 인해 유도된 PC12 세포 내 산화 스

트레스 생성량은 DCF-DA를 이용한 측정방법으로 수행하였다(15,

16). DCF-DA는 비형광 화합물로써, 세포 내 존재하는 활성산소

에 의해 산화되면 형광색을 띄는 DCF로 전환되며, 이 형광강도

를 측정하여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 함량을 측정하였다. PC12

세포를 각 웰 당 0.5×104의 수로 분주하였고, 양성 대조군으로 사

용된 비타민 C 및 시료용액을 PC12 세포에 처리하였으며, 고당

군은 샘플을 처리하고 난 뒤 30분 후에 대조군에는 5 mM 포도

당, 처리군에는 50 mM 포도당을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반응시켰

고, 과산화수소군은 샘플을 처리하고 난 뒤 24시간 후에 200 μM

과산화수소를 대조군을 제외한 처리군에 3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배양 후, 50 μM DCF-DA를 넣어 고당군은 30분 동안, 과산화수

소군은 50분 동안 추가 배양하여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

(Infinite 200, Tecan Co., SanJose, CA, USA)를 사용하여 485 nm

(excitation)와 535 nm (emission)에서 형광강도를 측정하였다.

신경세포 보호효과 측정

과산화수소 및 고당으로 유도된 PC12 세포에 대한 세포 생존

율은 MTT 환원측정법으로 수행하였다(15,16). 위의 DCF-DA방법

과 동일하게 샘플을 처리한 후 MTT stock 용액(5 mg/mL) 10 μL

를 처리하여 37oC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한 DMSO 100 μL를 첨가

하여 반응을 종결시켰고, 흡광도는 microplate reader (680, Bio-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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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Japan)에서 570 nm (determination wave)와 655 nm (refer-

ence wave)에서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은 200 μM 비타민 C를

사용하였고, 세포 생존율은 대조군에 대한 %로 나타내었다.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를 통한 생리활성물질 분석

곰취의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생리활성물질을 동정하기 위해

HPLC (Ultra mate 3000 series, Dionex,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는 100 μg/mL로 메탄올(methanol)

에 녹여, 0.45 μm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C
18

 컬럼(250×4.6 mm, 5.0 μm, Shim-pack GIS-

ODS, Shimadzu, Tokyo, Japan)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0.1% 폼

산(formic acid) (A)와 메탄올(B)의 조성비를 25% (0-3 min), 25-

45% (3-15 min), 45-90% (15-35 min), 90-25% (35-36 min), 25%

(36-38 min)으로 총 38분간 분석하였다. 시료의 주입량은 20 μL,

이동상 유속은 1.0 mL/min이며, UV 검출장치의 파장은 diode

array detector (DAD)로 300 nm에서 분석하였다. 검출 파장에 대

한 UV 스펙트럼은 분석 파장을 저장하고 표준물질의 파장과 직

접 비교함으로서 유사성(similarity)을 가늠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여 mean±SD로 나타냈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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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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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VA)를 실시하고, Ducan의 다중범위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각 시료간의 유의차를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 함량 분석

당뇨는 비정상적인 고혈당을 대표적 특징으로 하는 대사증후

군으로 만성적인 고혈당은 당뇨성 신경병증, 심혈관 합병증, 미

세혈관 합병증 등을 야기한다. 최근 연구에서 당뇨병 동물모델과

당뇨 환자에서 고혈당이 활성산소종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산화스트레스는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

증의 유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 곰취 추출물의 항산

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의 시발점으로 총페놀 함량을 분

석하였다(2). 분자 내 하이드록실기를 2개 이상 지니는 페놀성 화

합물은 자유기와 반응함으로써 수소 원자를 환원시켜 산화방지

활성 및 항노화 등의 생리적 효과를 나타낸다(17). 따라서, 이러

한 총페놀 함량은 ABTS 및 DPPH 와 같은 라디칼 소거능으로

나타내는 항산화 활성에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각각의 추출

용매에 따른 곰취의 총 페놀 함량은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153.34 mg GAE/g으로 나타났으며, 이 80% 에탄올을 노말헥세인

산, 클로로폼, 아세트산에틸, 3차 증류수로 분획을 한 결과 각각

48.58, 39.58, 223.33, 128.67 mg GAE/g으로 아세트산에틸 분획물

이 가장 높은 총 페놀 함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Kim 등(18)에 연구에서 곰취와 같이 국화과 식물 중 하나인 곤

달비는 8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188.41 mg GAE/g

이였으며, 노말헥세인산, 아세트산에틸, 노말부탄올로 분획을 실

시한 결과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에서 254.00 mg GAE/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말부탄올과 노말헥세인산 순으로 각각 197.10,

143.91 mg GAE/g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도 용매별 극성 차

이에 따른 분획과정을 거쳐 페놀성 화합물이 아세트산에틸 용매

로 분획되어져 총 페놀 함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되며, 이후 모든 실험은 다른 분획물 보다 총 페놀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알파글루코시데이스 억제 활성

곰취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을 이용하여 알파글루코시데이스 저

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50, 100, 250, 500, 1,000 μg/mL에서 곰

취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활성은 13.40, 24.16, 39.11, 42.18,

59.40%의 억제 활성을 보였으며,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

tration (IC
50

) 값은 727.64 μg/mL로 나타났다. 반면 대조군으로 사

용된 장내 소화 효소인 알파글루코시데이스의 작용을 억제하여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시간을 지연시켜 혈당의 상승을 막아주는

당뇨 치료제 중의 하나인 아카보즈(55.22%) 250 μg/mL 보다는 상

대적으로 낮은 저해 활성을 보였다(Fig. 2). 그러므로 다음과 같

은 곰취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알파글루코시데이스의 억제 활

성은 궁극적으로 혈당 억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 고혈당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화적 스트레스(19)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from gomchwi (Ligularia fischeri).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p<0.05).

Fig. 1. Total phenolics of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and

distilled water fraction from the gomchwi (Ligularia fischeri).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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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 라디칼 소거활성 및 지방질 과산화물(MDA) 억제 활성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실험은 ABTS와 과황산칼륨을 암소에

방치하면 청록색을 띄는 ABTS 라디칼이 생성되는데, 시료의 항

산화력에 의해 라디칼이 소거되면 청록색이 탈색되는 점을 이용

하여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20). 곰취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다음과 같다(Fig. 3(A)). 곰취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거 활성이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농도 500, 1,000 μg/mL에서 각각 73.28,

99.73%의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 대

조군인 비타민 C (98.79%)와 유사한 뛰어난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

뇌신경세포는 신호전달 기능으로 인해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

한 지방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활성

산소종에 매우 취약하다. 만약 뇌가 활성산소종과 같은 자유 라

디칼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생리적 부산물이 생성

되는데, 그 중 말론다이알데하이드는 대표적인 지방질 과산화 물

질로써 산화적 스트레스 발생으로 인한 세포막 손상 정도를 이

해하는 지표로 사용되어 진다(21). 곰취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지방질 과산화물 억제활성을 측정한 결과(Fig. 3(B)), 100 μg/mL

(76.79%) 이상의 농도에서 양성 대조군인 100 μg/mL 카테킨

(75.30%)보다 높은 말론다이알데하이드 억제활성을 보였다.

Ha 등(22)에 의하면 국화과 식물 중 하나인 쑥 에탄올 추출물

은 뛰어난 말론다이알데하이드 생성 억제 활성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쑥 에탄올 추출물에 존재하는 주요 페놀 화합물들에 의해

지질층의 과산화를 억제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같은 국화과의 곰

취 또한 높은 총 페놀 함량을 보였으며 더불어 우수한 ABTS 라

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곰취의 주요 페놀 화합물

들의 영향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지방질과산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경세포 보호효과 측정

고당은 단당류의 자동 산화 및 최종 당화 산물의 후속 형성에

의해 활성산소종을 생성하여 신경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 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23). 실험에 사용된 활성산소

종의 하나인 과산화수소는 신체의 뇌, 척수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존재하며, 생체막을 투과할 수 있어 세포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경세포의 손상 및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24). 신경

세포에서 과산화수소와 고당으로 유도된 활성 산소종의 생성 억

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DCF-DA 실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Fig. 4). 과산화수소를 단독 처리한 군(119.49%)은 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100.00%)과 비교하여 활성산소가 약

19.49% 증가를 보인 반면 200 μM 비타민 C 처리군(30.81%)은

과산화수소로 인한 활성산소 생성이 과산화수소군보다 유의적으

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 처리군 또한

모든 처리 농도에서 과산화수소 처리군보다 활성산소 형성 수준

이 낮았으며, 특히, 100 μg/mL 농도(22.33%)에서는 과산화수소군

대비 약 97.16% 정도의 활성산소 감소율을 보여주었다(Fig. 4(A)).

Ha 등(25)에 의하면 십자화과 식물 중 하나인 뉴그린에 존재하

는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세포 내 활성산소 형성이 억제되

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곰취 또한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에 존재하

는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세포 내 활성산성 형성이 억제되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당을 단독 처리한 군(137.77%)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100.00%)과 비교하여 활성산소가 약 37.77% 증가를

보인 반면, 200 μM 비타민 C 처리군(48.78%)은 고당으로 인한

활성산소가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 처리군 또한 모든 처리 농도에서 고당 처

리군보다 활성산소 형성 수준이 크게 낮아졌으며, 특히, 100 μg/

mL 농도(49.66%)에서는 고당군 대비 약 88.11% 정도의 활성산

소 감소율을 보여주었다(Fig. 4(B)).

신경세포에서 활성 산소종의 증가는 세포내 글루타싸이온(GSH)

를 고갈시키고, Ca2+를 유입시켜 궁극적으로 신경세포의 사멸 및

손상을 유도한다. 반면, 폴리페놀성 화합물을 포함하는 천연 항

산화 물질은 이러한 활성산소종에 의한 사멸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26). Kerem 등(27)은 오디, 포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

는 폴리페놀물성 생리활성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의 우수한 알파

글루코시데이스 억제 활성을 보고하였으며, Liu 등(16)은 고당으

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신경세포에서 레스베라트롤이 활

성산소종의 축적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폴리페놀성

물질의 관련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알파글루코시데이스 억제 활

성을 갖는 곰취 아세트산에틸 분획물 역시 이로 인해 고혈당의

수준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활성산소종 축적으

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세포 독성을 일정 수준에서 감소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산화수소와 고당으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곰취

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and malondi-
aldehyde (MDA) inhibitory effect (B)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from gomchwi (Ligularia fischeri).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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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산에틸의 신경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5). 과산화수소 처리군은 대조군(100.00%)에 비해 약 79.29%

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비타민 C 처리군은 113.02%로 약 33.73%

정도의 생존율 증가를 나타내었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을 처리

한 그룹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25 μg/mL 이상부터 농도의존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100 μg/mL 농도(122.76%)에서는 비타민

C 처리군보다 오히려 더 높은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다(Fig.

5(A)). 고당 처리군은 대조군(100.00%)에 비해 74.97%의 생존율

을 보였으며, 비타민 C 처리군은 93.90%로 약 18.93% 정도의 생

존율 증가를 나타내었다.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을 처리한 그룹에

서는 세포 생존율이 역시 25 μg/mL 이상부터 농도의존적인 경향

을 보였으며, 특히 최고농도 100 μg/mL에서는 비타민 C 처리군

보다 유의적으로 더 우수한 세포생존율을 보였다(Fig. 5(B)). 결

과적으로, 폴리페놀성 화합물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곰취 아

세트산에틸 분획물 또한 이로 인한 폴리페놀 화합물의 효과로 인

해 과산화수소 및 고당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 내

의 활성산소종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더불어 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PLC를 통한 생리활성물질 분석

Shang 등(28)에 의하면 3,5-DCQA (dicaffeoylquinic acid)는 다

른 클로로겐산 및 이성질체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곰

취에서 다른 클로로겐산 이성질체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

을 보고 하였다. 곰취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이 가지는 in vitro 실

험결과를 유도하는 주요 생리활성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HPLC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6(A)). 20.62분에서 확인

된 peak는 곰취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주요 폴리페놀성 생리활

성 물질임을 확인하였고, 표준물질 3,5-DCQA과 비교하였을 때,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 및 UV 스펙트럼과 비교 하였을 때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6(B)).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는 퀸산(quinic acid)과 카페산(caf-

feic aic)의 에스터 결합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폴리페놀성 화합물

로 3개의 이성질체인 CQA (caffeoylquinic acid), diCQA (dicaf-

feoylquinic acid) 및 FQA (feruloylquinic acid)를 포함한다. 이러한

클로로겐산은 항산화작용, 항균작용 및 항암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이성질체인 3,4-DCQA, 3,5-DCQA 및

4,5-DCQA의 항산화력이 보고되고 있다(28,29). Kim 등(30)은 과

산화수소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신경세포에서 항산

Fig. 5. Neuronal cell viability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from
gomchwi (Ligularia fischeri) against H

2
O

2
-(A) and high glucose-

(B) induced cytotoxicity.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p<0.05).

Fig. 4. Inhibitory effect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from

gomchwi (Ligularia fischeri) against H
2
O

2
-(A) and high glucose-

(B) induced cellular ROS production. Results shown are
means±SD (n=3).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statistical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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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효소인 글루타싸이온의 함량 증가 및 세포를 사멸시키는 카

스파제-3의 활성을 감소시켜 세포를 보호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여 판단해보았을 때, 곰취 아세트산에

틸 분획물에서 확인된 주요 폴리페놀물질인 3,5-DCQA 등에 의

해 in vitro 상에서의 항산화 활성 및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

낸 것으로 추정되며 당뇨 및 당뇨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곰취에 상

대적 미량으로 존재할 수 있는 페놀성 화합물의 분석 및 in vivo

상에서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클로로겐

산의 이성질체로 보이는 22.62분의 물질은 클로로겐산의 이성질

체로 추정되며(similarity 0.9929) 향후 Q-TOF LC/MS/MS 등을

통해 명확하게 동정할 계획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곰취(Ligularia fischeri)의 in vitro 혈당 억제 가

능성과 고당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신경세포 보호효

과 및 대표적 생리활성물질을 분석하였다. 곰취 아세트산에틸 분

획물은 다른 분획물들보다 뛰어난 총 페놀 함량(223.33 mg GAE/

g)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인체에서 당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효

소인 알파글루코시데이스 억제효과에 의해 당뇨에 의한 고혈당

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의적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및 말론다이알데하이드(MDA) 생성 억제효과를 갖는 곰취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은 과산화수소 및 고당으로 유발시킨 산화

적 스트레스 감소 및 이로 인한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었

Fig. 6. HPLC chromatograms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from gomchwi (Ligularia fischeri) (A) and a 3,5-dicaffeoylquinic acid as a
standard (B) at 300 nm. Phenolics were analyzed by comparing their retention time (RT) and UV spectra of standards. 



514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8권 제 5호 (2016)

다. 곰취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HPLC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표적인 페놀성 화합물은 클로

로겐산의 이성질체인 3,5-DCQA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할 때, 곰취는 고당으로 유도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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