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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국내산 호두(Juglans regia)
아세트산 에틸 분획물의 뇌 해마세포 보호 효과
⁃ 연구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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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rotective effect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from domestic walnut (Juglans
regia) as a Gimcheon 1 ho (EFGC) cultivar on particulate matter (PM)2.5-induced cytotoxicity in hippocampal HT22
cells. EFGC had the highest total phenolic contents, total flavonoid contents, and total tannin contents compared to
other fractions. In addition, EFGC showed significant 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and 1,1-diphenyl-2-picrylhydraz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ferric reducing/antioxidant power (FRAP). The EFGC
presented an inhibitory effect of malondialdehyde (MDA) production and acetylcholinesterase (AChE) activity. The
EFGC effectively decreased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contents and cellular death on hippocampal
cells against PM2.5 cytotoxicity. The EFGC improved inflammatory reaction and apoptosis by regulating protein expression, such as BCl-2, p-JNK, BAX, caspase-1, and p-NF-κ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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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회 및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등 산업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입
자와 분진,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이 있다(Shah

미세먼지는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오존, 이산화질소

등, 2004).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되는 미세먼지는 질소산화

등과 결합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최근 미세먼지에

물, 황산화물 등을 포함하며, 이는 화학반응을 통하여 질산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 또한 보고되고 있다

암모늄, 황산암모늄을 생성하고 대기 중에서 응축되어 2차

(Ritz 등, 2019). 과거부터 수많은 역학 연구에서 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생성한다(Mangia 등, 2015). 이는 직경에 따라

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위험한 조기 사망 위험 요소이며,

particulate matter(PM)10(≤10 μm), PM2.5(≤2.5 μm) 및

2013년에는 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International Agen-

PM0.1(≤0.1 μm)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직경이 작은 초미

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1군 발암 물질로

세먼지인 PM2.5와 PM0.1은 폐포 깊숙이 침투하여 침착되고

지정하였다(Hamra 등, 2014).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먼

폐 세포벽을 통과해 혈액으로 흡수되어 뇌, 심장, 신장 등과

지, 바다 소금, 꽃가루, 화산재, 곰팡이 포자, 산불에 의해

같은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생성되며, 인공적인 원인으로는 화석연료의 연소, 시멘트, 석

있다(Wang 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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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는 혈액을 타고 이동하며 혈뇌장벽(blood-brain

재료 및 방법

barrier, BBB)까지 도달하여 BBB의 막 수송체를 변형시키
고, 밀착 연접 단백질(tight junction protein)을 느슨하게 만

재료

들어 PM2.5가 뇌 조직 내부로 유입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Folin & Ciocalteu’s phenol

(Kim 등, 2020b). 또한, PM2.5는 호흡기를 통해 흡수될 뿐만

reagent, Na2CO3, gallic acid, NaOH, diethylene glycol,

아니라 후각상피 세포를 통해 직접적으로 체내로 흡수되며

rutin, sodium phosphate buffer, 2,2′-azinobis(3-ethyl

olfactory bulb를 거쳐 뇌의 다양한 부위에 도달하여 손상을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potassium per-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Chen 등, 2020). 다양한 경로

sulfate, 1,1-diphenyl 2-picrylhydrazyl(DPPH), sodium

로 뇌에 도달한 PM2.5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acetate buffer, HCl, 2,4,6-tri(2-pyridyl)-1,3,5-triazine

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 톨 유사 수용체

(TPTZ), trichloroacetic acid, thiobarbituric acid, as-

4(Tall-like receptor 4, TLR-4)와 결합하여 inflammasome

corbic acid, catechin, tris HCl buffer, 5,5′-dithiobis 2-

을 형성하고 interleukin 1 beta(IL-1β)와 종양괴사인자-α

nitrobenzoic acid(DTNB), acetylthiocholine, 2′,7′-di-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와 같은 전염증성 사이

chlorofluorescin diacetate(DCF-DA), 3-(4,5-dimeth-

토카인의 발현을 유도한다(Woodward 등, 2017). 발현된

yl-thiazol-2-yl)-2,5-diphenyl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신경계의 염증을 유발하고, 인산화 된

(MTT), Dulbecco Modified Eagle Medium(DMEM), di-

Tau 단백질과 amyloid-beta plaque 생성 등을 유도하여

methyl sulfoxide(DMSO)는 Sigma-Aldrich Chemical

뇌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궁극적으로 인지기능의 장애를 초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세포독성 유도

래한다고 알려져 있다(Calderón-Garcidueñas 등, 2012).

를 위한 PM2.5(평균직경 1.06 μm)는 Power Technology

따라서 PM2.5로 유도되는 세포독성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Inc.(Arizona Test Dust, Arden Hills, MN, USA)에서 구입

를 예방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하였다. 그 외 사용된 용매 및 시약은 모두 1급 이상의 등급

있어 다양한 천연 소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을 사용하였다.

tetrazolium

bromide

호두(Juglans regia)는 ellagic acid, ellagitannin, phenolic acid 등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E 함량이

추출물 제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국내산 호두(Juglans regia) 김

되고 있다(Moon 등, 2020). 또한, 미국 또는 중국의 호두

천 1호(Gimcheon 1 ho) 품종은 2018년 경북 김천시 시험

품종과 비교하여 국내산 품종에서 linoleic acid, α-linole-

림에서 재배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Suwon,

nic acid, DHA와 같은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특히 풍부하

Korea)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하였다. 시료는 과육을 분리

고, 천연 항산화제인 α-토코페롤과 γ-토코페롤 등을 함유

하여 동결건조기(FDU-8612, Operon, Gimpo, Korea)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등, 2020a). 특히 국산 호두

이용하여 동결건조하였고 노즐식 진공포장기(AZ-450E,

품종이 수입 품종보다 뛰어난 in vitro 뇌 신경세포 보호 효

Intrise, Ansan, Korea)로 시료를 진공 포장한 후 -20°C에

과를 확인했으며, 국내산 호두는 amyloid beta(Aβ)로 신경

서 보관하였다. 보관된 시료 80 g에 80% 에탄올을 4 L 첨가

독성이 유도된 마우스에서 BBB의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보

하여 40°C에서 환류 냉각하에 2시간 동안 추출을 진행하였

고하였다(Moon 등, 2020; Kim 등, 2020b). 미세먼지에 대

다. 추출물은 감압농축기(N-N series, EYELA Co., Tokyo,

한 노출 및 흡입은 미세먼지의 세포 내 침투를 야기하여 산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하여 400 mL로 정용한 후 동일한 부

화적 스트레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더불어 구성 물질인 중

피의 노말 헥세인(n-hexane), 클로로포름(chloroform) 및 아

금속에 의한 독성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세트산 에틸(ethyl acetate)을 이용하여 분획을 순차적으로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Yuan 등, 2019).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획을 통하여 획득한 각 용매의 분획물은 동결

통해 국내산 호두가 H2O2로 유도된 신경세포 독성에 대해

건조하여(FDU-8612, Operon) -20°C에서 보관하였다.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으며(Moon 등, 2020), 미세먼지로 인
한 독성에 대한 보호 효과 역시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었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호두를 이용하여 in vitro 항산화

총 페놀성 함량은 시료 1 mL와 증류수 9 mL, Folin &

활성과 PM2.5로 유도되는 독성에 의한 뇌 신경세포의 보호

Ciocalteu’s phenol 시약을 1 mL 혼합하여 상온에서 5분간

효과를 확인하고 개선 기작을 평가함으로써 PM2.5로 유도될

반응시킨 후 7% Na2CO3 10 mL와 증류수 4 mL를 첨가하였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는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다. 2시간 반응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UV-

하고자 한다.

1800, Shimadzu, Tokyo, Japan)하였으며, gallic acid
equivalents(mg of GAE/g)로 결과를 나타내었다(Kim 등,
2003).

호두 아세트산 에틸 분획물의 뇌 해마세포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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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GNU-120831-M0067).

총 탄닌 함량은 polyvinylpolypyrrolidone(PVPP)을 증
류수에 용해한 후 시료 0.5 mL와 혼합하였다. 혼합액을 원

철의 환원 능력 측정

심분리(3,000×g, 10분, 4°C)하여 취한 상등액을 총 페놀성

Ferric reducing/antioxidant power(FRAP)는 300 mM

화합물 함량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tannic

sodium acetate buffer(pH 3.6), 10 mM TPTZ in 40 mM

acid equivalents(mg of TAE/g)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HCl과 20 mM FeCl3(Ⅲ)로 구성된 TPTZ 용액을 제조하여
FRAP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용액을 sodium acetate buf-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fer(pH 3.6)와 FeCl3(Ⅲ)를 혼합하여 37°C에서 15분간 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 1 mL에 diethylene glycol

응시켜 FRAP 혼합액을 제조하였다. FRAP 혼합액 1.5 mL

10 mL, 그리고 1 N NaOH를 첨가한 후 30°C에서 한 시간

에 추출물 50 μL를 반응시켜 실온에서 30분간 반응한 후

동안 반응시킨 뒤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UV-1800,

593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UV-1800, Shimadzu)하였

Shimadzu)하였으며, rutin equivalents(mg of RE/g)로 결

다(Benzie와 Strain, 1996).

과를 나타내었다(Kim 등, 2003).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 효과 측정
라디칼 소거 활성 효과 측정

아세틸콜린 분해효소(acetylcholinesterase, AChE) 억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150 mM NaCl을 포함한 100

제 활성 측정은 아이오딘화아세틸콜린을 기질로 사용하여

mM 인산 완충 용액을 2.45 mM ABTS와 1.0 mM[2,2′-

측정하는 것으로 AChE는 rat의 부신 수질에서 유래한 PC12

azobis-(2-amidinopropane)·HCl]을 혼합하여 68°C에서

세포배양액을 2,000 rpm으로 6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가열한 후, 여과하여 24시간 동안 냉장보관 하였다. 734 nm

을 제거하고, 균질화 완충 용액[1 M NaCl, 50 mM MgCl2,

에서 흡광도를 0.70±0.02가 되게 조정한 DPPH 시약을 시

1% Triton X-100(pH 7.2)] 2 mL를 첨가하여 균질화하였

료와 혼합하여 37°C에서 10분간 반응시켜 734 nm에서 흡

다. 이 세포배양액을 12,000×g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한

광도를 측정(UV-1800, Shimadzu)하였다(Kim 등, 2003).

후 상층액을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든 추출과정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DPPH 시약을 517 nm 파장에

4°C에서 수행되었으며 효소 추출의 단백질 함량은 Bradford

서 흡광도 값이 1.00±0.02가 나오도록 하여 실험에 사용하

protein assay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Bradford, 1976).

였다. 시료 50 μL에 DPPH 용액 1.45 mL를 혼합하여 암실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뒤, 517 nm의 파장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UV-1800, Shimadzu)하였다(Blois, 1958).

뇌 해마세포(HT22) 배양
본 실험에서 사용된 HT22 세포는 마우스의 뇌 해마 조직
에서 유래하였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능력 측정

된 해마의 기능 저하 연구를 수행할 때 사용된다(Liu 등,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능력측정을 위한 실험방법은 다

2009). HT22 세포는 경상국립대학교 수의대학 조직학실험

음과 같다. 뇌 조직을 이용하여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능

실에서 분양받아(2017년 10월) 사용되었으며, 10% calf

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4주령의 수컷 Institute of Cancer

serum(CS), 50 units/mL penicillin과 streptomycin이 포

Research(ICR) 마우스를 실험동물 공급업체(Samtako, O-

함된 DMEM에서 37°C, 5% CO2 조건에서 배양되었다.

san, Korea)로부터 구입하였다. 항온과 항습을 유지하며
식수와 사료를 공급하며 1주간 적응시켰다. 사육된 마우스

마우스 유래 뇌 해마세포(HT22)에서의 세포 생존율과 산화
적 스트레스 생성 억제 효과 측정

의 뇌를 적출하여 뇌 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20 mM tris

마우스 유래 뇌 해마세포(HT22)에 대한 보호 효과를 측

HCl buffer(pH 7.4)를 첨가하여 균질화시켰으며, 원심분리

정하기 위해 MTT 분석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12,000×g, 15분, 4°C)하여 얻어진 상등액을 실험에 사용

뇌 해마세포를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시료를 처리한 후

하였다. 뇌 조직 상등액 0.1 mL, 10 mM FeSO4 0.1 mL,

PM2.5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PM2.5를 처리한

0.1 mM ascorbic acid 0.1 mL, 시료 0.2 mL를 혼합하여

HT22 세포에 MTT 용액을 처리하여 37°C에서 2시간 배양

37°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30% trichloro-

시킨 후 DMSO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키며, 이를 마이크

aceteic acid 0.1 mL와 1% tiobarbituric acid 0.3 mL를

로 플레이트판독기(Epoch 2, BioTek Instruments, Inc.,

첨가하여 80°C에서 20분간 가열한 후 원심분리를 통하여

Winooski, VT, USA)를 활용하여 570 nm(determination)

상등액을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상등액을 532 nm에서 흡

와 655 nm(reference)에서 측정하였다(Heo 등, 2001).

12시간마다 낮과 밤을 교대시키는 동일한 환경에서 충분한

광도를 측정(UV-1800, Shimadzu)하였다(Chang 등, 2001).

산화적 스트레스의 생성 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DCF-

본 동물실험은 경상국립대학교 동물윤리심의 위원회의 심

DA 분석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MTT 분석법과

의를 거쳐서 진행되었다(경상국립대학교 동물실험 인가번

동일하게 HT22 세포를 배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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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5를 처리한 뒤 50 μM DCF-DA를 처리한 후 DCF 함량

페놀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의 2차 대사산물로

을 측정하였다. 형광측정은 형광광도계(fluorometer, in-

써, 과일, 차, 채소류 등과 같은 많은 식물에서 발견되며 페놀

finite F200, Tecan, Männedorf, Swiss)를 이용하여 485

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는 전자 또는 수소 원자를 제공하

nm(excitation filter)와 535 nm(emission filter)의 파장에

여 자유라디칼을 소거하거나, 3-hydroxy group과 같은 특

서 측정하였다(Heo 등, 2001).

정 hydroxy 그룹은 항산화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Tsao, 2010). 가장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에

단백질 발현량 측정

탄올 추출물을 선정하기 위하여 농도를 0, 20, 40, 60, 80

단백질 발현량 측정을 위한 HT22 세포는 세포 내 산화적

및 95%로 사용하여 40°C에서 2시간 환류 냉각하에 추출을

스트레스 생성 억제 효과 및 생존율 측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사전 연구를 통해 80%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전처리하였으며 PM2.5를 처리한 후 12시간 동안 반응시켰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n-hexane, chloro-

다. 이후 1% protease inhibitor가 첨가된 RIPA 완충 용액

form, 아세트산 에틸 순으로 분획을 실시하였다(Moon 등,

을 세포에 처리한 후 13,000×g, 10분, 4°C 조건에서 원심

2020). 얻어진 분획물을 이용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탄

분리 후 분리된 상등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정량을

닌 함량 그리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을 때, 아

위하여 Bradford protein assay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세트산 에틸 분획물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data

(Bradford, 1976). 세포의 단백질들은 sodium dodecyl

not shown). 호두 아세트산 에틸 분획물의 총 페놀성 화합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SDS-PAGE)

물의 함량은 815.83 mg of GAE, 총 탄닌 함량은 805.48

로 분리하여 polyvinylidene fluoride(PVDF) membrane으

mg of TAE, 그리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38.54 mg

로 이동시켰다. Membrane을 5% skim milk를 이용하여 1

of RE로 나타났다(Table 1). 호두 과육의 에테르, 부탄올,

시간 동안 blocking 한 후 세척하였다. 이후 0.5% bovine

아세트산 에틸로 분획하여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였을 때 아

serum albumin과 0.1% sodium azide를 포함한 TBST 용

세트산 에틸 분획물이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으며,

액을 이용하여 500:1로 희석한 1차 항체를 overnight 동안

이는 호두에 포함된 tannin, tannic acid, gallic acid와 같은

반응시켰으며, 이후 세척 하여 2차 항체를 1시간 동안 반응

생리활성 물질들이 아세트산 에틸 분획물에 가장 많이 함유

시켰다. 항체와 반응시킨 membrane을 ECL solution(ECL

된 것으로 판단된다(Zhang 등, 2009). 항산화 능력과 세포

Ottimo, TransLab, Daejeon, Korea)을 이용하여 발색시켰

생존률,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와 같은 생리활성은 페놀성

으며, 이는 ChemiDoc iBright Imager(CL1000 instru-

화합물, 탄닌 등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에 의해 나타나는

ment, Invitrogen, Carsbad, CA, USA)를 이용하여 밀도를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실험은 가장 높은 함량들을 가진 호두

측정하였고 수치화된 밀도 값은 β-actin의 값으로 나누어서

아세트산 에틸 분획물(EFGC)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계산하였다.

라디칼 소거 활성 효과
통계처리

EFGC의 라디칼 소거 활성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ABTS

모든 실험은 반복하여 진행하였으며, 평균±표준편차로

와 DPPH를 이용하여 라디칼 소거 활성을 평가하였다(Table

나타내었다. 각 실험에 관한 값들은 SAS software(ver. 9.4,

1).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와 one-way analysis

항산화 물질에 의해 ABTS가 가지고 있는 라디칼이 제거되

of variance(ANOVA)에 의하여 평가되었으며, 그룹 간의

어 청록색이 탈색되는 방법을 이용한 방법이다(Re 등, 1999).

유의성은 Duncan의 다중범위검정법(Duncan’s new mul-

EFGC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의 IC50은 71.44 μg/mL로

tiple-range test)으로 시행하였다(P<0.05).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인 비타민 C의 IC50(113.05 μg/mL)
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EFGC는 양성대조군보다 높은 ABTS

결과 및 고찰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라디칼을 띄는 DPPH가 시료

총 페놀성 화합물, 탄닌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속 항산화 물질에 의해 환원되면서 고유의 자색이 탈색되는

Table 1. Antioxidant activity of ethyl acetate fractions from Juglans regia Gimcheon 1 ho (EFGC)
1)
TTC2)
TFC3)
ABTS4)
DPPH5)
FRAP6)
MDA7)
TPC
815.83±26.02
805.48±24.95
138.54±0.94
71.44
99.47
0.74±0.03
0.44
1)
TPC: total phenolic content. 2)TTC: total tannin content. 3)TFC: total flavonoid content. 4)ABTS: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5)
DPPH: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6)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7)MDA: malondialdehyde inhibitory effect.
Results shown are mean±SD (n=3). Results of TPC, TTC, and TFC are presented as mg of GAE/g, mg of TAE/g, and mg of RE/g,
respectively. Results of ABTS, DPPH, and MDA are presented as IC50 value (μg/mL). Result of FRAP is presented as absorbance
at 593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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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Blois, 1958). EFGC의 DPPH 라

과산화물의 생성 억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ICR 마우스

디칼 소거 활성의 IC50은 99.47 μg/mL로 양성대조군인 비

로부터 적출한 뇌 조직을 사용하여 지질과산화물의 생성 억

타민 C의 IC50(108.66 μg/mL)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양성대

제 능력을 평가하였다(Table 1). EFGC의 지질과산화물 생

조군보다 우수한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였다.

성 억제 능력의 IC50은 0.44 μg/mL로, 양성대조군인 카테킨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생성된 라디칼은 높은 반응성을

(20.41 μg/mL)과 비교해 보았을 때(data not shown), 현저

가지고 있어 연쇄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

하게 높은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능력을 나타내었다. 탄닌

사멸, 염증과 같은 질병과 노화를 촉진한다(Yu 등, 2002).

은 호두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생리활성 물질로 gallic

라디칼 소거 활성을 가지는 페놀성 화합물이나 플라보노이

acid ester나 flavan-3-ol 중합체로 구성되어있으며, 산화

드가 풍부하게 포함된 식품은 인체에서 자유 라디칼을 소거

방지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Riedl 등, 2002).

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되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

Uchida 등(1990)이 수행한 연구에서 감에서 추출된 탄닌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Prakash 등, 2007). Gulcin의 연

로 in vitro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능력을 연구하였을 때,

구에 의하면 호두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탄닌산(tannic

지질과산화물의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했다고 보고했다. 따

acid)은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합성 항산화제인 dibutyl

라서 EFGC의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능력은 항산화 능력

hydroxy toluene(BHT), butylated hydroxyanisole(BHA)

을 가지며 호두에 풍부하게 포함된 탄닌이나 탄닌 화합물로

보다 우수한 ABTS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였다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Gülcin 등, 2010). 사전에 수행된 연구에서 중국산 품종과
비교하여 국내산 호두에 토코페롤이 다량 함유되어있는 것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 효과 측정

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으로 인한 심혈

아세틸콜린은 중추, 말초 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

관 질환 및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는데 우수한 활성을 나타낸

질이며 신경 자극으로 인한 신호 전달에 관여하여 신경전달

다고 알려져 있다(Kim 등, 2020b). 따라서 본 실험에서 확

의 기능을 수행한다(Fedotova 등, 2020). 합성된 아세틸콜

인한 우수한 ABTS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EFGC에

린은 시냅스 틈으로 운반된 후 시냅스 후 뉴런의 아세틸콜린

포함된 탄닌과 토코페롤 등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들에 의해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신호 전달을 진행하고 신호 전달이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완료되면 아세틸콜린은 수용체에서 분리되어 AChE에 의해
acetate와 choline으로 분해됨으로써 신경전달 과정은 종

철의 환원능력 측정

결된다(Gu와 Wang, 2021). 뇌로 유입되는 PM2.5로 인한

철의 환원능력은 산성 조건에서 시료에 포함된 항산화 물

산화적 스트레스나 활성산소종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

3+
2+
질에 의해 TPTZ의 Fe 이 Fe 로 환원되면서 무색에서 푸

여 acetylcholine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AChE의 활성을 과

른색으로 색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Benzie와

도하게 증가시켜 인지기능 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Strain, 1996).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EFGC를 이용하여

알려져 있다(Winkler 등,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의 환원능력을 평가하였다(Table 1). EFGC의 철의 환원

EFGC의 AChE의 억제 활성을 평가하여 인지기능의 저하를

능력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 μg/

예방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

mL 농도에서 EFGC는 0.74의 환원능력을 나타내었으며 이

다(Fig. 1A).

는 양성 대조군인 비타민 C(0.66)의 환원능력 대비 유의적

EFGC의 200 mg/mL의 농도에서 22.29%의 억제 활성을

으로 우수한 철의 환원능력을 나타내었다. Zhang과 Lin

나타냈으며,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 억제 활성이 감소하는

(2009)이 수행한 연구에서 Syzygium cumini 추출 탄닌은

경향을 보였다. 호두에 함유된 탄닌과 탄닌산 화합물은 장내

호두와 유사하게 gallic acid 및 ellagic acid 등으로 구성되

대사를 통해 ellagic acid나 tannic acid 등으로 분해되고,

어 매우 우수한 철의 환원능력을 나타내었으며, gallic acid

이는 인체로 흡수되어 우수한 AChE 억제 활성을 나타내는

와 ellagic acid는 비타민 C와 유사한 환원능력을 가진다고

것으로 알려져 있다(Tejada 등, 2017; Turkan 등, 2019).

보고되고 있다(Sethiya 등, 2014). 따라서 EFGC의 항산화

또한, 호두가 풍부하게 함유된 식단은 알츠하이머병으로 형

활성은 EFGC에 함유된 gallic acid나 ellagic acid와 같은

질 전환된 마우스 모델에서 기억력, 학습능력 및 불안장애가

생리활성물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크게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다(Muthaiyah 등, 2014). 더불
어 호두의 구성 지방산인 conjugated linoleic acid(CLA)는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력 측정

정상적인 뇌신경 발달과 인지기능에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

뇌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으며, α-linoleic acid는 Aβ로 유도된 인지기능 장애 마우스

산화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PM2.5의 노출에 의해 생성되는

모델에서 신경염증과 세포사멸을 완화한다고 보고되고 있

ROS로부터 손상되기 쉬워 세포막의 지질과산화가 쉽게 일

다(Ali 등, 2020; Geddes 등, 2017).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

어나고 malondialdehyde(MDA) 등과 같은 지질과산화물의

EFGC에 다량으로 함유된 탄닌 화합물과 다중 불포화지방

생성을 야기한다(Han 등, 2020). 따라서 EFGC에 대한 지질

산 등으로 기인하는 AChE 억제 활성을 평가하여 EFG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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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etylcholinesterase (AChE) inhibitory activity and neuronal protective effect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Juglans regia Gimcheon 1 ho (EFGC) on PM2.5-induced cytotoxicity in
HT22 cells. (A) Acetylcholinesterase (AChE) inhibitory activity.
(B) Cell viability of EFGC on PM2.5-induced cytotoxicity in
HT22 cells. (C) Effect of EFGC on PM2.5-induced oxidative
stress in HT22 cells.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a statistical difference.

Concentration of EFGC (μg/mL)

향후 뇌 신경세포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소재
로서의 이용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PM2.5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의
억제 효과는 다음과 같다(Fig. 1C). PM2.5를 이용하여 산화
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HT22 cell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의

뇌 신경세포에서의 세포 생존율 측정과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 효과

조군(100%) 대비, ROS 생성이 18.60% 증가한 것을 나타냈

PM2.5에 노출되면 PM2.5가 폐로 흡입되어 혈액을 타고 뇌

으며, PM2.5와 20 μg/mL의 EFGC를 동시에 처리한 그룹에

에 도달하거나, 비강을 통하여 BBB를 쉽게 통과하여 뇌로

서는 ROS가 정상 대조군 대비 31.17% 감소한 값을 나타내

이동한다(Chen 등, 2020). 뇌 조직은 다른 조직보다 불포화

었다. 양성대조군인 카테킨과 PM2.5를 동시에 처리한 그룹

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산화적 스트레스에 취약

에서는 41.09% 감소한 ROS 값을 나타내었다.

함량을 측정하였을 때, PM2.5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정상대

하기 때문에, 흡입을 통하여 뇌로 도달한 PM2.5는 ROS 생성

다양한 경로를 통해 PM2.5가 해마에 도달하면 신경독성 및

이나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신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켜 해마의 부피 및 피질 두께 감소,

경세포의 사멸을 초래한다(Han 등, 2020). 따라서 PM2.5로

뇌졸중 발병률 증가, 인지기능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EFGC가 가지는 세포보호

있다(Liu 등, 2021). 호두에는 탄닌산 화합물, 다가불포화지

효과를 확인하고자 세포 생존율과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 활

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생리활성 물질들

성을 확인하였다(Fig. 1B, C).

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칼슘 항상성 붕괴, 세

본 연구에서 진행된 PM2.5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포손상 또는 세포사멸을 완화시켰다(Carey 등, 2013). 더불

대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B).

어 Yan 등의 연구에서 탄닌은 산화 손상을 줄이고 인지장애

PM2.5로 인하여 세포독성을 유도한 HT22 cell에서의 세포

를 개선하며 손상된 해마 조직에서 신경 변성 및 핵 손상을

생존율은 PM2.5만 단독으로 처리한 그룹은 정상 대조군

완화한다고 보고하였다(Tian 등, 2011). 따라서 본 연구를

(100%) 대비 77.69%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20 μg/mL

통해 풍부한 페놀성 화합물과 탄닌성 화합물을 가진 EFGC

의 농도로 EFGC를 처리하였을 때 85.54%의 세포 생존율을

가 세포 내 ROS를 제거하여 뇌 해마세포를 보호함으로써

나타내었다. PM2.5와 양성대조군인 카테킨을 처리한 그룹에

뇌 신경 신호전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천연 소재로 활용

서는 정상 대조군 대비 94.96%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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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방출되어 염증을 유발한다(Woodward 등, 2017). 또한,

세포사멸과 염증 관련 단백질 발현량 측정
다양한 경로로 PM2.5가 인체 내로 들어와 뇌로 도달하면

PM2.5로 인한 세포막 손상, ROS의 생성은 pro-caspase-3

PM2.5와 뇌 신경세포 외 수용체가 결합하고 수용체의 신호

를 활성화시키고 세포 내 단백질 중합체를 형성함으로써

에 의해 nuclear factor-κB(NF-κB)경로를 활성화시킨다

caspase-1을 활성화하여 염증성 인자를 방출하고 염증반응

(Peng 등, 2017). 활성화된 NF-κB에 의해 IL-1β, inter-

과 세포사멸을 초래한다(Calderón-Garcidueñas 등, 2012).

leukin 6(IL-6) 및 TNF-α와 같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그리고 PM2.5로 유도된 염증성 인자와 ROS는 Aβ의 축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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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tective effect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Juglans regia Gimcheon 1 ho (EFGC) on protein expression in PM2.5-induced
HT22 cells. (A) Western blot images. (B) p-JNK, (C) BCl-2, (D) BAX, (E) caspase-1, and (F) p-NF-κB in HT22 cells. Results
shown are mean±SD (n=3). Data were statistically considered at P<0.05, and different small letters represent a statistical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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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un N-terminal kinase(JNK)의 인산화를 유도하고 미토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환자들의 뇌 척수액에서 caffeic acid

콘드리아 내 B-cell lymphoma 2(BCl-2)와 같은 anti-apo-

가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Teel과 Martin, 1988; Grab-

ptosis 단백질의 인산화, BCl-2 associated X(BAX) 단백

ska-Kobylecka 등, 2020). 이를 고려할 때, 식이로 섭취한

질의 방출을 유도하여 세포사멸을 초래한다(Nie 등, 2021).

생리활성 물질은 인체 내로 흡수되고 뇌에 도달함으로써 인

더불어 세포 성장, 생존 및 세포주기 등과 같은 세포 반응을

지기능 개선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조절하는 phospho-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pro-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산 호두 품종(Gimcheon 1

tein kinase(p-ERK1/2)와 phospho-cAMP-response el-

ho)의 분획으로 얻어진 EFGC는 PM2.5로부터 유도되는 다

ement binding protein(p-CREB)을 억제하여 신경세포의

양한 세포독성을 완화하여 뇌 해마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

세포사멸 및 시냅스 손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미세먼지로부터

보고되고 있다(Chen 등, 2017).

유발되는 다양한 세포 및 조직 독성에 관한 연구에 도움을

따라서 HT22 세포에서 PM2.5로 유도되는 스트레스 의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FGC의 염증반응과 세포사멸의 개선 기작을 확인하고자
PM2.5를 처리한 HT22 cells에서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하였

요

약

다(Fig. 2). PM2.5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정상 대조군(100%)
대비 p-JNK(116.71%), caspase-1(114.44%), BAX(117.53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호두 아세트산 에틸 분획물에 대한

%), phospho-NF-κB(p-NF-κB, 130.34%)의 발현이 증가

생리활성 평가를 위해 총 폴리페놀 화합물, 총 플라보노이드

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PM2.5와 EFGC를 20 μg/mL 농도

화합물, 총 탄닌 화합물, ABTS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로 함께 처리한 그룹에서는 정상 대조군(100%) 대비 p-JNK

철의 환원 능력,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능력, AChE의 활

(100.96%), caspase-1(100.95%), BAX(98.30%), p-NF-

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EFGC의 철의 환원 능력과

κB(114.13%)의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함으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능력은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비

로써 호두 아세트산 에틸 분획물의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타민 C, 카테킨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HT22 세포에

또한, BCl-2의 발현량은 PM2.5 처리 그룹에서 정상 대조군

서 PM2.5로 유도되는 세포독성에 대한 세포 생존율과 산화

(100%) 대비 BCl-2(68.26%)로 하향 조절되었으며, EFGC

적 스트레스 생성 억제 능력을 평가해 보았을 때 우수한 세

를 20 μg/mL 농도로 함께 처리한 그룹에서는 BCl-2(106.53

포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EFGC는 caspase-1,

%)의 발현량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BAX, p-JNK, BCl-2 및 p-NF-κB와 같은 염증성 인자와

일반적으로 PM2.5의 일부는 BBB에 의해 차단되지만,

세포사멸 관련 인자의 발현을 개선함으로써 PM2.5로 유발되

PM2.5의 작은 크기로 인하여 뇌척수액을 통해 뇌로 침투할

는 세포독성에 대한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실

수 있으며 PM2.5에 포함된 납, 알루미늄, 망간과 같은 금속이

험에서는 EFGC가 PM2.5로 유도된 뇌 신경세포 독성에 대하

온이 해마로 이동하여 신경독성, 신경세포 사멸, ROS 생성

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서의 산업적인

등을 일으킬 수 있다(Kim 등, 2020b). Kim 등(2020b)이 수

가치를 확인하였다.

행한 사전 연구에서 호두 추출물은 Aβ1-42로 유도된 마우스
의 행동실험에서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occludin이나 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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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완화하였다고 보고했다. 또한, 호두 단
백질 가수분해물은 lipopolysaccaride(LPS)로 인지장애가
유도된 마우스와 미세아교 세포에서 superoxide dismutase(SOD) 활성, glutathione peroxidase(GSH-px) 활성
및 catalase(CAT) 활성을 개선시켰으며, IL-1β, IL-6,
TNF-α와 같은 전 염증성 인자의 발현을 조절하였다(Wang
등, 2020). 호두에 풍부하게 함유되어있는 ellagitannin은
인체 내에서 가수분해되어 ellagic acid와 그 유도물질들이
형성된다(Moon 등, 2020). 또한 위관 영양법으로 마우스에
ellagic acid를 투여하였을 때 혈액에서 높은 농도에 ellagic
acid가 검출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식물성 폴리페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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