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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로 유도된 간손상에 대한 감꼭지 메탄올 추출물의 보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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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calyx of Diospyros kaki was evaluated for antioxidative activity using HepG2 cells
treated with alcohol-induced oxidative stress and quantitatively analyzed for phenolic acids and flavonoid concentration
by LC-MS/MS. The extract of the calyx of Diospyros kaki showed no significant toxicity to HepG2 cells till a concentration of 10 μg/mL was reached and displayed increased cell viability compared to the 3% ethanol-treated group.
The extract inhibited the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t all concentrations. Besides, the extract inhibited
malondialdehyde production at all concentrations and the inhibitory effect was higher than the positive control (esculetin
100 μM). Also, the extract increased the concentration of glutathione. The major phenolic acids and flavonoid in
the extract were vanillic acid (729.01±42.48 μg/g) and catechin (1,894.89±105.10 μg/g), respectively. This study shows
that the calyx of Diospyros kaki can be used as a functional material that exhibits antioxidative and hepatoprotec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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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결국 질병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된다
(Halliwell과 Whiteman, 2004). ROS를 제거하기 위해 인류

알코올은 대부분 문화에서 관습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는 자연에서 약재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식물의

알코올 남용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이다(Massey와 Arteel,

뿌리, 잎, 과일, 동물의 추출물, 광물 등 다양한 재료에서부

2012). OECD 국가 중 리투아니아는 15세 이상 알코올 소비

터 화합물들을 찾아내고 그 효능을 밝혀왔다. 이러한 항산화

량이 2017년 기준 12.3 L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물질은 세포 내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조절하기도 하며 세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8.7 L로 OECD 국가의 평균수준이다

포생장 및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에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져

(KOSIS, 2019). 과다한 알코올 소비는 간염, 간경변, 간암

있다. 나아가 몇몇 항산화 물질은 기능성식품으로서의 역할

등 알코올 관련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알코올은 주로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정상적인 세포의

간세포에서 대사되는데, cytochrome P450-2E1(CYP2E1)

간 기능을 보호하는 것으로 밝혀져 치료제로서의 역할도 중

에 의해 reactive oxygen species(ROS)로 대사될 수 있으

요시되고 있다(Devasagayam 등, 2004; Kamel 등, 2014;

며, 이는 세포 glutathione(GSH)을 고갈시키고 간에서 지질

Park과 Kweon, 2013).

과산화를 일으킨다(Lee 등, 2018). 생체 내에서 ROS가 과

감(Diospyros kaki Thunb.)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잉 생성되면 단백질과 DNA 손상, 세포의 사멸과 이상 증식

제사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는 과일로

그리고 조직이나 기관들을 손상시켜 노화와 각종 질병을 유

알려져 있지만 한국과 중국 등의 동아시아에서는 한약재로
사용해왔다. 동의보감이나 향약집성방에 의하면 감은 종기

Received 26 Oct 2020; Revised 5 Mar 2021; Accepted 5 Mar 2021
Corresponding author: Jeong Hwan Park, Future Medicine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672 Yuseongdae-ro, Yuseonggu, Deajeon 34054, Korea, E-mail: siegfriegd@kiom.re.kr
Author information: Seonghwa Hong (Graduate student), Huijin Heo
(Graduate student), Hana Lee (Graduate student), Mina Lee (Graduate student), Junsoo Lee (Professor), Jeong Hwan Park (Researcher)

나 염증질환, 부스럼, 화상을 치료하고 고혈압을 예방하며
동맥경화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Cha, 2014). 최근에
는 기능성식품 소재 중 과일 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가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어 감나무 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
을 위한 새로운 이용 부위 및 기능성 탐색에 관한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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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수행되고 있다(Hong 등, 2008; Lee 등, 2001; Park,

Korea)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Whatman No. 5

2018). 감꼭지 생약명은 시체(柿蒂: Kaki Calyx)이며 이는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로 여과한

감나무의 열매에 붙어있는 꽃받침으로 가을에 성숙한 감의

후 37°C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최종수율은 9.5%로 나타났

꼭지를 채취하여 쇄건(晒乾)한다. 감꼭지는 이기약(理氣藥)

고 농축액을 dimethyl sulfoxide(DMSO)로 재용해한 뒤

으로 분류되어 주로 막힌 기를 뚫는 약으로 사용되었는데,

0.22 µm 멸균필터로 여과하고 -20°C에 보관하며 실험에

특히 위(胃)의 기(氣)가 역행하여 생기는 딸꾹질을 멈추는

사용하였다.

데 사용되었다. 그 밖에 야뇨증, 만성기관지염 등에도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2018a).

세포배양 및 독성 측정

알코올 해독을 도와주거나 숙취증상을 완화해 간 보호효

HepG2 세포는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

과가 있는 식품 또는 천연물 소재로는 새싹채소(Yu 등,

(Daejeon,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0% heat-

2020), 유산균 발효 마늘 추출물(Choi 등, 2014), 밀크씨슬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FBS), 100 unit/mL pen-

(Vargas-Mendoza 등, 2014), 헛개나무 추출물(Kim 등,

icillin, 100 µg/mL streptomycin을 함유한 Dulbecco’s

2006), 민들레 뿌리 추출물(You 등, 2010) 등이 보고되고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 BRL, Gaithers-

있다. 또한 감 발효주가 알코올 섭취로 증가한 혈중지질 수준

burg, MD, USA)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기(SANYO Electric

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다(Nam 등, 2011).

Biomedical Co., Ltd., Osaka, Japan)에서 5% CO2, 37°C,

한편, 감꼭지는 항산화 활성, 항염증 활성, 항혈액응고 또는

습도 95%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HepG2 세포를 96-well

항혈전 활성, 항암 활성, 피부미백 활성 등 다양하고 잠재적

4
plate에 5×10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였다. 24시간 배양

인 약리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Park,

후 감꼭지 추출물을 FBS가 없는 배지에 1, 5, 10 µg/mL 농도

2018). 감꼭지의 항산화 활성 연구에서 고종시 감나무의 감

로 희석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3-(4,5-dimethyl-

꼭지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36.5 µg/mL로

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대조군인 butylated hydroxytoluene(BHT)의 활성 213.5

1.25 mg/mL) 용액 20 µL를 각 well에 첨가하고 2시간 동안

µg/mL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Jeon 등,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생성된 청색 결정을 DMSO로

2014). 부유 품종 감꼭지는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ABTS

가용화시켜 microplate reader(BioTek Inc., Winooski,

라디칼 소거 활성이 감의 씨, 껍질, 과육에 비해 높은 활성을

VT, USA)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Jang 등, 2010). 또한 항염증 연구에서
lipopolysaccharide(LPS)로 활성화된 설치류 유래 RAW

세포 보호효과 측정

264.7 세포에서 염증매개물인 prostaglandin E2(PGE2)와

HepG2 세포를 96-well plate에 5×104 cells/well 농도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에서 고종시 감나무의 감꼭지

로 분주하고 24시간 배양 후 감꼭지 추출물과 양성 대조군

추출물은 nitric oxide(NO) 생성억제는 우수하였고, PGE2

인 esculetin을 FBS가 없는 배지에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생성의 경우는 탁월한 억제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감꼭지

이후 3% 알코올과 시료를 24시간 동안 함께 처리하였다.

농도에 의존적으로 tumor necrosis factor-α(TNF-α)와

대조군은 알코올 처리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interleukin-1β(IL-1β)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는 보고

세포생존율은 MTT assay를 이용한 세포독성 실험과 동일

가 있다(Jeon 등, 2014). 그러나 감꼭지의 알코올 자극에

하게 진행하였다.

의한 간손상 보호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감꼭지 추출물이 알코올 자극을 받은 HepG2

ROS 생성량 측정

세포의 보호효과와 ROS 생성량, malondialdehyde(MDA)

ROS 생성량은 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

및 GSH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추출물의 페놀산과

(DCFH-DA)를 이용해 측정하였다(Wang과 Joseph, 1999).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간 보호효과가

4
HepG2 세포를 96-well black plate에 5×10 cells/well

있는 기능성 소재로서 감꼭지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농도로 분주하고 24시간 배양 후 감꼭지 추출물과 양성 대
조군인 esculetin을 FBS가 없는 배지에 일정 농도로 희석한

재료 및 방법

후 1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세포를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세척한 후 알코올을 3% 농도로 첨가하여

추출물 제조

1시간 배양하였다. 세포를 PBS로 세척한 후 25 µM의

본 실험에 사용된 감꼭지는 옴니허브(Daegu, Korea)에서

DCFH-DA로 처리하여 37°C에서 30분 배양시켰다. ROS는

구입한 것을 대한민국약전 규격에 적합한 것만을 선택하여

fluorescent spectrophotometer(LS-55, Perkin-Elmer

사용하였다. 추출물 제조를 위해 500 mL 플라스크에 분쇄

Crop., Norwalk, CT, USA)로 90분 동안 여기파장(excita-

한 감꼭지 5 g을 넣은 후 150 mL의 메탄올을 넣고 실온에서

tion wavelength) 485 nm와 발광파장(emission wave-

24시간 교반추출기(VS-8480, Vision Scientific, Daejeon,

length) 530 nm에서 fluorescent intensity를 측정하였다.

감꼭지의 간손상 보호효과

과산화지질 함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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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standard 및 internal standard(salicylic acid-d6와

HepG2 세포 내 MDA 생성량은 가장 널리 알려진 thio-

apigenin-d5) 용액은 메탄올로 희석하여 각 표준원액에 넣

barbituric acid(TBA) 방법으로 측정하였다(Bueqe와 Aust,

어 준비하였다. 동결건조한 감꼭지 분말 메탄올 추출물

6
1978). HepG2 세포를 6-well plate에 1×10 cells/well

(0.05 g)을 500 µL의 internal standard 함유 메탄올과 혼

농도로 분주하고 24시간 배양 후 감꼭지 추출물과 양성 대

합하였다. 현탁액을 실온에서 20분간 multitube vortex

조군인 esculetin을 FBS가 없는 배지에 일정 농도로 희석한

mixer(Fisher Scientific, Ottawa, ON, Canada)를 사용하

후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알코올을 3% 농도로 첨가

여 교반한 후, 20분간 초음파(40 kHz) 추출을 하였다. 이후

하여 1시간 배양하였다. 세포를 PBS로 세척하고 0.1 M의

초음파 추출물을 메탄올로 10배 또는 100배 희석한 다음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를 증류수에 2배 희석

4°C, 30,000×g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을

한 용액에 세포를 모은 후 Vibra-Cell VCX 750 sonicator

0.22 µm nylon clarinet syringe filters(Bonna-Agela

(Sonic & Materials, Inc., Newtown, CT, USA)를 사용하

Technologies Inc., Wilmington, DE, USA)를 통해 여과

여 세포를 10초간 방치하여 용해시켰다. 세포용해물은 4°C,

한 후 LC-MS/MS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10,000×g 조건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은 즉시
MDA 함량 분석에 사용하였다. 원심분리된 세포용해물 200

LC-MS/MS 분석

µL에 TBA solution(TBA 0.375%, trichloroacetic acid

시료의 페놀산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LS-MS/MS 기기

15%, HCl 0.25 N) 200 µL를 첨가한 후 15분간 수욕상에서

(TSQ Quantiva, Thermo Fisher Scientific, San Jose, CA,

가열하였다. 가열한 세포용해물은 다시 13,000×g에서 5분

USA)로 Sung 등(2019)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Acclaim

간 원심분리한 후 535 nm에서 상등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

C30 column(150 mm×2.1 mm, 3.0 µm particle size,

5
-1
-1
다. 시료의 MDA 농도는 1.56×10 M cm 의 흡광계수를

Thermo Fisher Scientific)을 25°C로 유지하면서 이동상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단백질 mg당 MDA의 nmol

(A) 0.1% formic acid in water와 (B) 0.1% formic acid

로 나타내었다.

in acetonitrile을 0.2 mL/min 속도로 설정하여 분리하였다.
이동상의 gradient elution은 A용매를 0~30분은 20~70%,

GSH 함량 측정

30~31분은 70~95%, 31~35분은 95%로 실행하였다. 질량

GSH 함량은 Microtiter plate assay의 변형된 방법에 따

분석기는 selected reaction monitoring 모드에서, 시료의

라 측정하였다(Baker 등, 1990). HepG2 세포를 6-well

이온화는 양이온 및 음이온 전기분무이온화(electrospray

6
plate에 1×10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고 24시간 배양 후

+
ionization; ESI , ESI )법을 사용하였다. ESI법의 매개 변

감꼭지 추출물과 양성 대조군인 esculetin을 FBS가 없는

+
수로 spray voltage는 3,500 V(ESI ) 및 2,500 V(ESI ),

배지에 일정 농도로 희석한 후 1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알코

ion transfer tube temperature는 325°C, vaporizer tem-

올을 3% 농도로 첨가하여 1시간 배양하였다. 세포를 PBS로

perature는 275°C, sheath gas는 35 Arb, aux gas는 10

세척하고 0.1 M의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를

Arb, sweep gas는 0 Arb, collision-induced dissociation

증류수에 2배 희석한 용액에 세포를 모은 후 Vibra-Cell

gas는 2 mTorr, dwell time은 100 ms였다. MS/MS의 파라

VCX 750 sonicator(Sonic & Materials, Inc.)를 사용하여

미터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시료의 정량분석을 계산하기

세포를 10초간 방치하여 용해시켰다. 세포용해물은 4°C,

위해 페놀산 및 플라보노이드에 대한 외부 표준법(external

10,000×g 조건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은 즉시

standard method)이 사용되었다. 외부 표준품으로는 api-

GSH 함량 분석에 사용하였다. 단백질을 침전시키기 위해

genin-d5와 salicylic acid-d6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5% sulfosalicylic acid 20 µL와 세포용해물 180 µL를 첨가

은 Xcalibur 소프트웨어(Ver. 3.0, Thermo Fisher Scien-

한 후 4°C, 10,000×g 조건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

tific)로 처리하였다. 각 시료는 2회 반복 분석하였다.

심분리 후 상등액 20 µL와 3 mM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DTNB), 400 units/mL glutathione reduc-

통계처리

tase가 포함된 반응 혼합물 150 µL를 10분간 37°C에서 반

통계분석은 GraphPad Prism 7(GraphPad Software,

응시킨 다음 2.5 mM NADPH 50 µL를 첨가하여 micro-

San Diego, CA,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12 nm에서 10분 동안 20초 간격

데이터 간의 유의차는 one-way ANOVA의 Tukey-Kram-

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SH의 농도는 표준곡선을 이용

er method를 통해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하여 계산하였고 단백질 mg당 GSH의 nmol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페놀산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모든 페놀산 및 플라보노이드 표준원액은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1,000 µg/mL의 농도가 되게 준비하였다. Work-

세포독성 및 알코올 자극에 대한 보호효과
감꼭지 추출물이 HepG2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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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S/MS parameters for target phenolic acids and flavonoid
Compound

Retention time (min)

Polarity

Q1 (m/z)

Q3 (m/z)

CE (V)

RF lens (V)

Benzoic acid
Caffeic acid
Catechin
Kaempferol
Coumaric acid
Eriodictyol
Ferulic acid
Gallic acid
Luteolin
Naringenin chalcone
Phloridzin
Quercetin
Rutin
Sinapic acid
Taxifolin
Vanillic acid
Apigenin-d5 (IS)
Salicylic acid-d6 (IS)

17.5
14.3
13.5
25.0
16.3
21.6
17
8.7
22.8
23.84
19.2
22.6
17
17
17.8
13.8
24.6
18.3

－
－
＋
＋
－
＋
＋
－
－
＋
－
－
－
＋
－
－
＋
－

121.1
179.1
291.1
287.0
163.2
289.1
195.1
169.1
285.1
273.1
435.2
301
609.2
225.3
303
167
276.1
141.3

77.1
135.1
139.1
152.9
119.2
153.1
177.1
125.1
133.1
153.1
273.1
151
300
175.1
285.1
152.1
155
97.1

10
16
16
33
16
24
11
15
35
23
16
21
10
15
10
14
30
17

40
59
49
88
53
75
64
59
97
75
81
77
109
43
61
48
118
45

알아보기 위해 MTT assay를 이용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

ROS 생성 억제 효과

하였다. 감꼭지 추출물의 농도를 각각 1, 5, 10 µg/mL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ROS 생성에 감꼭지 추출

처리한 후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농도별로 처리한 구간

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epG2 세포에 3% 에탄올로 산

내 세포생존율은 84.27~90.53%로 측정됨에 따라 10 µg/

화 스트레스를 유도한 뒤 DCFH-DA를 이용하여 ROS의 생

mL 농도까지 우려할만한 세포독성은 없었다고 판단되었다

성량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3% 에탄올을 처리하여 산화

(Fig. 1A).

스트레스가 유도된 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ROS의 생성이

HepG2 세포에 에탄올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했을 때

빠르게 증가했으나, 감꼭지 추출물을 전처리한 세포는 ROS

감꼭지 추출물의 농도별 보호효과를 알아보았다. 세포에 감

생성이 억제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Fig. 2A). 이는 HepG2

꼭지 추출물을 농도별(1~10 µg/mL)로 전처리한 후, 3% 에

세포에 참죽나무 잎 추출물을 10~100 µg/mL의 농도로 전

탄올에 노출시킨 결과 감꼭지 추출물이 처리되지 않은 세포

처리한 후 에탄올(100 mM)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한 결과

에서는 세포생존율이 51.67%로 감소하였으나 감꼭지 추출

농도 의존적으로 ROS 생성을 억제하였다는 보고(Kim 등,

물이 전처리된 세포에서는 세포생존율이 농도 의존적으로

2018b)와 HepG2/2E1 세포에 지구자 추출물을 100 µg/mL

증가했다(Fig. 1B). 특히 10 µg/mL에서는 90.96%의 세포

농도로 전처리한 후 에탄올(200 mM)로 산화 스트레스를

생존율을 보여 감꼭지 추출물은 3% 에탄올로 유도된 산화

유도한 결과 ROS 생성을 억제하였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

스트레스에 대해 세포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었다(You 등, 2009). 또한 HepG2 세포에 포도, 땅콩 등에

B

120

Protective effect (% of control) .

Cell viability (% of control) .

A

100
80
60
40
20
0
Control

1

5
CDK (μg/mL)

10

140
120

***

100

**

**

5
+

10
+

*

80
###

60
40
20
0

3% Ethanol

Control
-

Ethanol
+

1
+

Escultein
+

CDK (μg/mL)

Fig. 1. Cytotoxicity (A) and protective effect (B) of the CDK (calyx of Diospyros kaki) extract in untreated and 3% ethanol treated
HepG2 cells. Esculetin (100 µM)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E (n=3). ###P<0.001 versus
control. *P<0.05, **P<0.01, and ***P<0.001 versus 3% ethanol by ANOVA and the Tukey-Kramer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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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the CDK (calyx of Diospyros kaki) extract on time course of ROS generation (A) and ROS production (B) at
60 min in 3% ethanol treated HepG2 cells. Esculetin (100 µM)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E (n=3). ##P<0.01 versus control and ***P<0.001 versus 3% ethanol by ANOVA and the Tukey-Kramer method.
존재하는 resveratrol을 50~400 mM의 농도로 전처리한

농도를 측정한 결과, 시료 무처리 세포는 0.07 nmol/mg

후 에탄올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protein이었다(Fig. 3A). 감꼭지 추출물을 1, 5, 10 µg/mL

ROS 생성을 억제하였다고 보고한 연구와도 유사한 경향이

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 지질과산화 반응은 매우 잘 억제되어

었다(Chen 등, 2016). 이러한 ROS 생성 억제 결과는 HepG2

세포의 MDA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감꼭지

세포에서 알코올이 대사되는 동안 생성된 자유라디칼이 감

추출물은 모든 농도에서 positive control인 esculetin과 동

꼭지 추출물에 의해 제거되는 것으로 보인다(Yu 등, 2020)

등한 정도의 MDA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는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알코올로 산화 스트

3A). Sung 등(2016)은 HepG2/2E1 세포에 에탄올(200

레스를 유발한 후 60분이 경과한 시점의 ROS 생성량을 비

mM)을 처리했을 때 증가한 MDA를 100~500 µg/mL의 농

교한 결과, 감꼭지 추출물은 10 µg/mL 농도에서 양성 대조

도로 처리한 발효울금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

군인 esculetin과 유사한 ROS 생성량을 나타내어 감꼭지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에탄올과 굴 열수 추출물을 같이 투

추출물이 ROS 생성 억제에 강한 활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한 rat의 간조직 내 MDA 생성은 에탄올만 투여한 군에

(Fig. 2B).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Osaki 등, 2016).
아울러 흰쥐의 간균질액에 LPS로 간독성을 유도한 후 MDA

과산화지질 함량 측정

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LPS를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어성

MDA는 지질과산화물의 대표적인 성분의 하나로 지질산

초, 오미자, 구기자 등을 함유한 혼합추출물이 MDA의 함량

화의 지표로 사용된다(Janero, 1990). 감꼭지 추출물의 지

을 약 65.81%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질과산화 억제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HepG2 세포의 MDA

(Kwon 등, 2007).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항산화 활성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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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연물 소재들이 알코올에 의해 유도된 HepG2 세포 내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Yeon 등, 2013).

지질산화 과정 중 대표적인 활성 알데히드인 MDA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ng 등, 2016).

페놀산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감의 주요 기능성 물질인 페놀산과 플라보노이드는 지질

GSH 함량 측정

의 산화 억제, 활성산소 제거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해소함

GSH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산화적

으로써 노화를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효과, 심장병과 뇌졸중

손상을 보호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강력한 항산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gati 등, 2012;

화 물질이며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된다

Brunetti 등, 2013; Gao 등, 2014; Rice-Evans 등, 1996).

(Wu 등, 2004). 감꼭지 추출물의 세포 보호효과를 포함한

LC-MS/MS를 사용하여 감꼭지에 존재하는 페놀산 및 플라

항산화 기전을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세포 내 GSH의 변화

보노이드를 정량 분석하였다(Table 2). 감꼭지의 16개 성분

를 측정하였다(Fig. 3B). HepG2 세포에 3% 에탄올을 단독

은 0.001~25 µg/mL의 농도 범위에서 검량선을 작성한 결

으로 처리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한 세포에서 GSH의 농

2
과 상관계수(R ) 값이 0.9899 이상으로 양호한 직선성을 보

도는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감꼭지

였다. 감꼭지 추출물의 정량분석 결과에서 페놀산 가운데

추출물을 1, 5, 10 µg/mL의 농도로 전처리한 후 세포에 3%

vanillic acid의 함량이 729.01±42.48 µg/g으로 가장 높았

에탄올을 처리한 결과 세포의 GSH의 함량은 감꼭지 추출물

고, gallic acid의 함량은 629.66±32.41 µg/g, coumaric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You 등(2010)은

acid의 함량은 217.30±21.82 µg/g, caffeic acid의 함량은

HepG2 세포에 에탄올(200 mM)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했

27.45±20.63 µg/g, sinapic acid의 함량은 24.15±0.89

을 때 GSH의 농도가 정상세포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민들레

µg/g이었다. 플라보노이드 중에서는 catechin의 함량이

뿌리 추출물로 처리했을 때 GSH의 농도가 증가한다고 보고

1,894.89±105.10 µg/g으로 가장 높았고, kaempferol의

하였으며, Xie 등(2008)도 알팔파(alfalfa) 잎에서 분리한

함량은 371.88±30.61 µg/g, quercetin의 함량은 230.03±

펩타이드로 실험을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GSH의 농도가

19.21 µg/g, rutin의 함량은 167.98±42.15 µg/g, nar-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3% 에탄올로 산화 스트레스

ingenin chalcone의 함량은 24.16±0.05 µg/g, phloridzin

를 유도한 HepG2 세포에 처리된 10~100 µM esculetin이

의 함량은 16.63±2.13 µg/g, eriodictyol의 함량은 12.43±

농도 의존적으로 GSH 농도를 증가시켰다는 보고(Lee 등,

0.17 µg/g, taxifolin의 함량은 5.46±0.02 µg/g, luteolin의

2018) 등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 사례가 많았

함량은 0.31±0.08 µg/g이었다. Cha(2014)의 감꼭지 항산

다. 이러한 결과는 감꼭지 추출물이 외부로부터 산화 스트레

화 효과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DPPH법에 의한 자유라디칼

스 해소나 생체 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소거 작용이 가장 강력한 부탄올 분획물에서 quercetin,

있으며, H2O2와 지질과산화를 대사시키는 GSH-Px, GST

catechin, gallic acid가 분리되었다. 이들 성분의 자유라디

에 전자공여체로 작용하여 세포 방어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칼 소거 작용은 대조군인 α-tocopherol보다는 우수하고,

하는 GSH 작용에 영향을 미쳐 HepG2 세포의 구조 및 기능

BHA와는 유사 또는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Table 2. Concentration of phenolic acids and flavonoid in the calyx of Diospyros kaki
Compound

Concentration
(µg/g of extraction residue)

Correlation coefficient
(R2)

Calibration range
(µg/mL)

Vanillic acid
Gallic acid
Coumaric acid
Caffeic acid
Sinapic acid
Catechin
Kaempferol
Quercetin
Rutin
Naringenin chalcone
Phloridzin
Eriodictyol
Taxifolin
Luteolin
Benzoic acid
Ferulic acid

729.01±42.48
629.66±32.41
217.30±21.82
27.45±20.63
24.15±0.89
1,894.89±105.10
371.88±30.61
230.03±19.21
167.98±42.15
24.16±0.05
16.63±2.13
12.43±0.17
5.46±0.02
0.31±0.08
ND1)
ND

0.9909
0.9977
0.9958
0.9958
0.9924
0.9987
0.9922
0.9990
0.9984
0.9927
0.9970
0.9988
0.9975
0.9995
0.9899
0.9976

0.010∼25
0.005∼25
0.001∼25
0.001∼25
0.001∼25
0.001∼25
0.001∼25
0.001∼25
0.050∼25
0.001∼25
0.001∼25
0.001∼25
0.001∼25
0.001∼25
0.500∼25
0.005∼25

The
values are expressed as a mean±SD (n=2).
1)
Not detected.

감꼭지의 간손상 보호효과

하였다(Cha, 2014). 한편 gallic acid, catechin, kaempferol, quercetin, rutin, caffeic acid가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가 우수하다고 보고(Rice-Evans 등,
1996; Sroka와 Cisowski, 2003)된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
에서 검출된 이들 성분이 감꼭지 추출물 유래 간세포 보호
활성에 기여하는 성분일 가능성이 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감꼭지 추출물이 알코올 자극을 받은 HepG2
세포의 보호효과와 ROS 생성량, MDA 및 GSH 함량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감꼭지 추출물의 페놀산 및 플라보노
이드 함량을 LC-MS/MS로 정량 분석하였다. 감꼭지 추출
물은 HepG2 세포에서 10 µg/mL 농도까지 우려할만한 세
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알코올 처리군에 비해 농도 비례
하여 세포생존율을 증가시켰다. 감꼭지 추출물은 1, 5, 10
µg/mL 모든 농도에서 ROS의 생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감
꼭지 추출물은 모든 농도에서 세포의 MDA 생성을 억제하였
는데 양성 대조군인 100 µM 농도의 esculetin보다 효과적
으로 MDA 생성을 억제하였다. GSH 함량 분석 결과 감꼭지
추출물은 GSH를 증가시켰다. 감꼭지 추출물의 정량분석 결
과에서 gallic acid 629.66±32.41 µg/g, catechin 1,894.89
±105.10 µg/g, kaempferol 371.88±30.61 µg/g, quercetin 230.03±19.21 µg/g, rutin 167.98±42.15 µg/g 등 다
양한 페놀산 및 플라보노이드가 검출되었으며, 이들이 감꼭
지 추출물의 주요 간세포 보호 활성에 기여하는 성분일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감꼭지 추출물이 알코올로 유도
된 산화적 스트레스부터 간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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