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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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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HeLa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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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is to examine antioxidant activities of Dioscoreae 
Rhizoma on HeLa cell

Methods: Aqueous extract was used to treat HeLa cell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treated with water or MeOH extract of Dioscoreae batatas (0, 
x10, x20, x40, x80). The MTT reduction assay and flow cytometric analysis was 
employed to quantify the differences in cell activity and viability.

Results: Co-treatment with H2O2 and Dioscoreae batatas extracts reduced 
apoptosis of HeLa cells by decreasing G2/M arrest.  Dioscoreae batatas extracts 
increased the survival rate of cells treated with cisplatin and Scutellaria barbata.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Dioscoreae Rhizoma extracts induce cell 
protective effect by antioxida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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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을 포함한 호기성 호흡을 하는 생

명체는 정상 인 에 지 사 과정과 같

은 내부요인에 의해 는 흡연, 스트 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생성한다
1)
. ROS

에는 superoxide radical(-O2), hydrogen 

peroxide(H2O2)  hydroxyl radical(-OH) 

등의 종류가 있다. 이는 정상 인 세포

사의 과정 에 발생하는 부산물이지

만 과도하게 생성되면 산화과정과 같은 

치명 인 반응을 유발하여 세포의 생존

에 요한 DNA등의 세포 구조를 괴

하게 된다2). 따라서 ROS는 apoptosis의 

과정에서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3,4)

. 

한 은 양의 산화물질은 신호 달기

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뿐만 아니라 노화의 유발에 

여하기도 한다5-8). 이러한 ROS의 산화

작용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을 항산

화제라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한약재의 

항산화작용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이러한 항산화 작용을 통

한 노화, 심 계질환, 종양 등의 치료

에 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9-11). 

山藥(Dioscoreae Rhizoma)은 마과에 

속한 多年生草本인 마(Dioscorea batatas  

Thunberg) 는 참마(Dioscorea japonica 

Thunberg)의 뿌리 기를 건조하여 사용

하는 약재로 味甘性溫하고, 健脾ㆍ補肺ㆍ

固腎ㆍ益精의 효능이 있다12). 山藥이나 山

藥의 주요 성분들의 약리작용으로는 당 

강하 효과
13)
, 콜 스테롤 하작용

14)
, 비

만 조 15), 山藥의 주요 성분인 methyl 

protodioscin, methyl protoneogracillin, 

gracillin, dioscin 등의 인간암세포에 

한 항종양효과16-18), 면역조 효과19), 

phospholipase A2 해작용20), 항진균성 

 세포독성의 활성, 골다공증 억제효과
21) 등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등22)은 山藥이 농도에 따라 

HeLa cell의 증식과 감소를 동시에 유발

하는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작용을 통

한 세포보호기능이 있음을 보고하 다. 

남 등
23)

은 신경세포주인 PC12 cell에서 

山藥이 H2O2 의 작용에 한 항산화 작

용을 나타냄을 보고하 고, 김24)은 생식

세포의 일종인 GC-1 spg cell에서의 山

藥의 항산화효과를 보고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eLa cell에 여러 

가지 산화  스트 스와 함께 山藥을 동

시 처리하 을 때의 HeLa cell의 cell 

cycle의 변화와 cisplatin  半枝蓮과 山

藥을 동시 처리하 을 때의 HeLa cell의 

생존율의 변화를 확인하 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이 

논문을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Ⅱ. 연구 상  방법

1.  재료  추출물의 제조

규격 한약품인 山藥(Dioscorea batatas  

Thunberg)과 半枝蓮(Scutellaria barbata 

Don)은 동국 학교 한방병원(Ilsan, Korea)

을 통해 구입한 후 정선하여 사용하

다. 50 g의 한약재를 각각 2시간동안 열

수추출과 메탄올추출로 각각 추출하여 

AVANTEC TOYO #2 filter로 여과하

여 불용성 성분은 제거하고 분말로 냉동

건조 하 다. 추출물을 PBS에 녹여 희

석한 후에 pH 7로 조정하고 0.25 ㎛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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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gene, USA)로 소독하여 -20℃에서 

보 하 다.

Cisplain은 동국 학교 병원(Ilsan, Korea)

을 통하여 구입하 다. Fluorescent 

mounting medium (DakoCytomation, 

CA)를 제외한 4, 6-diamidino-2-phenylindole 

(DAPI), [3-(4, 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dimethylsulfoxide (DMSO) 등의 모든 

약품은 Sigma/Aldrich (St Louis, USA)

를 통하여 구입하 다.

2.  세포배양

HeLa cell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에서 

구입하 다. HeLa cell은 2 mM 

L-glutamine, 100 U/ml penicillin, 100 

ug/ml streptomycin, nonessential amino 

acids, 1.0 mM sodium pyruvate, 10% 

FBS가 포함된 minimal essential medium 

(MEM) (Welgene, Korea) 배지로 37℃, 

95% air/ 5% CO2가 유지되는 incubator

에서 배양하 다.

3.  Cell  viability assay

Cell viability는 MTT assay를 통해 

알아보았다. 96-well plate (SPL, Korea)

에 배양한 세포들을 2.0 × 10
5 

개씩 분주

하여 24시간 배양한 후에 조군에는 

cell culture water를 처리하고 실험군에

는 각각의 농도로 배지와 山藥추출물, 

cisplatin과 半枝蓮추출물을 희석하여 처

리하 다. 그리고 PBS(Welgene)로 2회 

세정하여 MTT (5 ㎎/㎖) 10 ㎕을 37℃에

서 3시간동안 처리하 다. 배지를 제거하

고 dimethylsulfoxide(DMSO)를 200 ㎕씩 

처리하고,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를 사용해 570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 다.

4.  Cell  cycle analysis

HeLa cell을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조군과 80배의 山藥추출물을 처리한 

군, 2 mM의 H2O2를 처리한 군, 2 mM

의 H2O2와 80배의 山藥추출물을 함께 처

리한 군으로 나 어 24시간 배양한 후에 

PBS로 세정하여 차가운 100% 에탄올에

서 4℃에서 하룻밤동안 고정하 다. 다

시 PBS로 세정하여 PI buffer(0.1% 

Triton X-100, 0.1 mM EDTA, 50 ug/ml 

RNase A, 50 ug/ml propidium iodide)와 

함께 배양하 다. 각각의 실험군과 조

군의 세포주기는 FACscan laser flow 

cytometer (Becton Dickinson, San Jose, 

CA)로 측정한 후에 Becton Dickinson 

software (Lysis Ⅱ Cellfit)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Ⅲ. 결  과

1.  山藥이 HeLa cell의 cell  cycle에 미

치는 향

배양된 HeLa cell에 80배 희석된 山藥 

추출물과 2 mM H2O2를 각각 는 함께 

처리하여 24시간 후에 cell cycle의 변화

를 G0/G1, G2/M, S기로 나 어 각 단

계별로 정량분석하 다(Fig. 1).

山藥과 H2O2가 처리된 HeLa cell의 

Cell cycle을 알아본 실험으로 山藥을 처

리했을 때 control군과 크게 차이가 없으

나 H2O2를 처리했을 때 G0/G1기가 감

소하고 G2/M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

아 G2/M arrest가 발생한 것을 확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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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山藥과 H2O2를 동시에 처리

했을 때는 H2O2만을 처리했을 때보다 

G0/G1기가 증가하고 G2/M기가 감소하

는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G2/M arrest가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Fig. 1. Histograms of distribution of DNA content in HeLa cells with or without 
treatments. 
Results was expressed as percentage of cells in G0/G1, S and G2/M phases of the cell cycle. 
The data was representative of four independent experiments. Cells were untreated (A), treated 
with 80-fold diluted extracts of D. batatas  (B), 2 mM H2O2 (C), and 80-fold diluted extracts 
of D. batatas  + 2 mM H2O2 (D) for 24 hand stained with propidium iodide.

Fig. 2. Distribution of cell population in G0/G1, S and G2/M phases of HeLa cells. 
HeLa cells treated with D. batatas extracts, H2O2 and D. batatas + H2O2 for 24 h, and stained 
with propidium iodide followed by cytometry analysis. Cells were untreated, treated with 10-fold 
diluted extracts of D. batatas, 2 mM H2O2, and 10-fold diluted extracts of D. batatas + 2 mM 
H2O2 for 24 hand stained with propidium iodide. G0/G1, G2/M, and S indicate cell phase, the 
percentages of each cell cycle were evaluated by flow cy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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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山藥과 cisplatin의 병용 투여가 HeLa 

cell의 생존율에 미치는 향

山藥과 재 사용되고 있는 표 인 

항암제의 하나인 cisplatin을 병용투여하

여 山藥이 HeLa cell에서 cisplatin으로 

유도되는 apoptosis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 다.

배양된 HeLa cell에 cisplatin의 농도를 

0, 5, 10, 25, 50 uM로 증가시키며 24시

간동안 처리한 후 cell viability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고, 30 uM cisplatin과 

山藥을 24시간동안 동시처리하여 HeLa 

cell의 viability를 확인하 다. 항암제로 

쓰이는 cisplatin을 각각의 농도로 처리하

을 경우 농도의존 으로 cell viability

가 감소하여 50 uM에서 90%의 cell이 

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그

러나 30 uM cisplatin과 山藥을 동시처

리하 을 때 山藥이 cisplatin에 의한 세

포의 죽음을 완화시키고 오히려 세포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Fig. 4).

Fig. 3. Effects of cisplatin on the 
viability of HeLa cells determined by 
MTT assay. 
HeLa cells were treated with cisplatin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4 h.

Fig. 4. Effects of D. batatas extracts 
and cisplatin on the viability of HeLa 
cells determined by MTT assay.
HeLa cells were treated with D. batatas 
extract and 30 uM cisplatin for 24 h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4 h.

3.  山藥과 半枝蓮의 병용 투여가 HeLa 

cell의 생존율에 미치는 향

항암작용이 밝 진 한약재인 半枝蓮과 

山藥을 병용투여하여 山藥이 HeLa cell

에서 半枝蓮으로 유도되는 apoptosis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배양된 HeLa cell에 물 탕으로 추출

한 半枝蓮과 메탄올 탕으로 추출한 半

枝蓮을 0, 10, 20, 40, 80배로 희석하여 24

시간 처리하여 HeLa cell의 viability를 

확인하 다(Fig. 5).  58 mg/mL의 물

탕으로 추출한 半枝蓮과 각 농도의 山

藥을 24시간동안 처리한 HeLa cell의 

viability를 측정하 다(Fig. 6). 半枝蓮 

물 탕과 메탄올 탕을 각각의 농도로 

HeLa cell에 처리했을 때 최종 으로 

60%의 cytotoxicity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半枝蓮과 山藥을 병용투여하

면 특정 농도에서 HeLa cell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다가 山藥의 농도가 진해짐에 

따라 HeLa cell의 생존율을 다시 감소시

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을 통하여 山藥이 농도에 따라 

독성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세포의 

apoptosis를 억제하는 작용과 세포의 



HeLa cell에서 山藥의 항산화 작용을 통한 세포보호효과에 한 연구

102

apoptosis를 유도하는 작용을 모두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Effects of S. barbata extract on 
the viability of HeLa cells determined 
by MTT assay.
HeLa cells were treated with S. barbata 
extract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4 h.

Fig. 6. Effects of D. batatas extract and 
S. barbata extract on the viability of 
HeLa cells determined by MTT assay. 
HeLa cells were treated with D. batatas  
extract and S. barbata extract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4 h.

Ⅳ. 고  찰

한약재를 포함한 많은 천연물들이 항

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다양한 한약재의 항산화 

작용에 한 연구결과  항산화 작용을 

이용한 항종양, 항노화 등에 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를 들어 김 등
9)은 노화유발 흰쥐에서 山楂가 항산화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노화를 억제함을 

보고하 고, 최 등
10)

은 合歡皮가 내

피세포에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임을 

보고하여 심 질환에 한 치료가능성

을 보고하 으며, 박 등
11)

은 鬼箭羽의 

유방암세포에 한 성장억제 효과  항

산화효과를 보고하 다. 그러므로 항산

화작용을 통한 건강증진과 노화억제  

조직재생 혹은 산화작용의 조 을 통한 

종양치료 효과가 있는 한약의 연구는 지

속가능한 천연물 연구의 요한 분야라 

할 것이다. 

山藥(Dioscoreae Rhizoma)은 마과에 

속한 多年生草本인 마(Dioscorea batatas  

Thunberg) 는 참마(Dioscorea japonica 

Thunberg)의 뿌리 기를 건조하여 사용

하는 약재이다
12)
. 山藥은 『神農本草經』

에 “性溫味甘無毒 主傷中, 補虛, 除寒熱

邪氣, 補中益氣力, 長肌肉, 久服耳目聰

明”이라고 수록되어 있다
25)
. 『東醫寶鑑』

에서는 補虛勞, 羸瘦, 充五藏, 益氣力, 長

肌肉, 强筋骨하며 한 開達心孔 安神長

志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 으며
26)
 淸代

의 『本草備要』에서는 ‘補不足, 淸虛熱, 

益腸胃, 潤肌膚, 化痰涎, 止瀉痢하고 虛

損勞傷, 健忘, 遺精을 治하며 生으로 癰

瘡에 塗 하면 腫硬을 消한다’라고 하

다27). 근래 부인과 임상 역에서는 强

腎固精의 효능을 이용하여 생식내분비계

통의 각종 질환과 박유산의 범주에 속

하는 胎動胎漏에 安胎의 목 으로 상용

하고 있다
28)
. 

山藥의 약용성분으로는 saponin, dioscin, 

mucin, allatonin, cholin, diosgenin, batatasine, 

amylose, tannin등을 함유하고 있다
29)
. 

재까지 보고된 주요 기능은 당 강하 

작용, 콜 스테롤 하작용, 비만 조 , 

山藥의 주요 성분인 methyl protodios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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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 protoneogracillin, gracillin, dioscin 

등의 인간암세포에 한 항종양효과, 면

역조 효과, phospholipase A2 해작용, 

항진균성  세포독성의 활성, 골다공증 

억제 효과 등이 있다13-21). 특히  anti-tumor 

activity, megakaryocytic differentiation, 

immune-modulation 의 효과는 山藥의 

성분  spirostanol saponins, dioscin, 

diosgenin, allatonin에 있는 것으로 보고
30,31)

되었다. 이외에도 山藥의 장단백질

인 dioscin의 항산화효과32)도 범 하게 

연구되고 있다. 남 등23)은 신경세포주인 

PC12 cell에서 山藥이 H2O2 의 작용에 

한 항산화 작용을 나타냄을 보고하

고 김24)은 생식세포의 일종인 GC-1 spg 

cell에서의 山藥의 항산화효과를 보고하

다.

최근 山藥의 HeLa cell에 한 효과에 

한 연구결과
22)

에 의하면 山藥을 단독 

투여하 을 때 HeLa cell의 생존율을 

하시킴으로써 항종양효과가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 다. 그런데 山藥을 항암제인 

NCS  ROS인 H2O2와 각각 동시 투여

하 을 때에는 고농도에서는 항암효과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냈지만 낮은 농

도에서는 NCS나 H2O2로 인한 HeLa 

cell의 apoptosis를 완화하 다. 한 이

러한 山藥의 항암제가 apoptosis를 일으

키는 것에 한 완화작용의 기 을 확인

하고자 Caspase-3, Bcl-2, PARP, p53등

의 발 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항산화

과정이 이러한 효과를 일으키는 데 요

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山藥이 HeLa cell에 항산화작용을 통

하여 산화  스트 스로 인한 apoptosis

를 억제해주는 기 을 보다 자세히 알아

보고 추가 으로 항암제와의 병용투여 

시의 항암효과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

다. 세포주기 분석법을 통하여 山藥이 

HeLa cell의 세포주기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고, NCS와 H2O2를 병용투여한 

기존연구결과를 보충하기 하여 다른 

항암제인 cisplatin과 항암효과가 밝 진 

한약재인 半枝蓮을 山藥과 병용투여하여 

HeLa cell의 생장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 다. 

모든 세포는 G1, S, G2, M기로 이루

어진 일정한 세포주기를 반복하며 성장

하게 되고
33)
, 이러한 세포주기는 다양한 

cyclin들에 의하여 조 되는데34), 다양한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산화  스트 스를 

세포에 가하면 apoptosis가 유발되면서 

세포주기의 정지를 래하게 된다35,36). 

따라서 세포주기에 한 연구는 암세포

의 증식과 성장억제에 한 연구에서 필

수 인 연구이다.

HeLa cell에 H2O2와 山藥을 각각 그리

고 함께 투여한 결과 H2O2를 단독으로 

처리하 을 때 G2/M 기에 해당하는 세

포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이 나타나며 

H2O2의 산화  스트 스가 G2/M arrest

를 일으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H2O2를 human diploid fibroblast에 처리

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 다
37). 그러나 H2O2와 山藥을 동시에 처리

한 결과 G2/M arrest가 어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山藥이 H2O2

로 인하여 유도되는 apoptosis를 억제하

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Cisplatin은 암세포의 DNA에 비가역

으로 반응하여 guanine residue 사이에 

intra, inter-strand crosslink를 형성함으

로서 암세포를 죽게 하거나 는 calc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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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duction channel을 방해하여 세포에 

손상을 주는 강력한 항암제이다38-40). 

cisplatin에 의해서 유도된 ROS가 caspase

의 활성화에 향을 주어 apoptosis를 일

으키는 것이 항암효과의 주요한 기 으

로 밝 져 있다41). HeLa cell에 cisplatin

을 단독으로 처리하 을 때에는 농도 의

존 으로 세포활성이 감소하는 것이 확

인되었지만 HeLa cell에 H2O2와 cisplatin

을 함께 처리하 을 때 山藥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HeLa cell의 활성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山藥이 cisplatin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HeLa cell의 apoptosis를 억제하는 작용

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半枝蓮(Scutellaria barbata Don)은 항

암약물로 많이 이용되는 한약재로 性이 

平 는 凉하고 味는 辛, 微苦하며 肝, 

脾, 肺, 胃, 大腸經으로 歸經한다
42)
. 그 

효능은 淸熱解毒, 祛 止痛, 消腫散結, 

行氣利水, 止血 등의 작용이 있어서 濕

熱黃疸, 咽喉腫痛, 肺癰, 疔瘡, 瘰癧, 吐

血, 衄血, 血淋과 같은 熱毒症狀과 간암, 

소화기암, 자궁암 등의 각종 암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이다
43-45)

. 半枝蓮에 

한 연구로는 난소암46), 유방암47), 폐암 

세포 성장 억제효과48)와 자궁근종세포 

억제효과
49)
, 항균작용

50)
, 자궁경부암세포

인 HeLa cell에 한 성장억제 작용51,52) 

등이 연구되었다.

HeLa cell에 半枝蓮을 단독으로 처리

하 을 때 농도 의존 으로 세포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HeLa cell과 半枝蓮을 동시에 처리하

을 때 농도에서 半枝蓮의 세포활성이 

증가하 고 차 山藥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세포활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山藥이 

半枝蓮과 병용투여되었을 때 농도에 따

라 산화  스트 스로부터 세포를 보호

하기도 하지만 세포의 죽음을 유도하는 

항암작용을 모두 나타내는 것으로 NCS

나 H2O2와 山藥을 함께 투여하 을 때 

양측성 작용을 보인 기존의 연구와 부합

하는 결과이다22). 이러한 결과를 한의학

으로 고찰해보면 補益하는 것이 山藥

의 주요 효능이므로 半枝蓮과 같은 祛邪

의 개념을 가진 약물과 배합하여 종양의 

치료에 응용하는 扶正去邪 즉 攻補兼施

의 치료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53)
. 山藥

의 농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

문에 환자의 正氣의 손상여부  약재의 

배합에 따라 효능의 변화가 생길 수 있

으므로 계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HeLa cell에 H2O2, cisplatin, 半枝蓮과 

같은 산화  스트 스와 함께 山藥을 동

시 처리하여 cell cycle의 변화, HeLa 

cell의 생존율의 변화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련의 실험결과로 볼 때 山藥은 H2O2

로 인하여 발생하는 HeLa cell의 cell 

cycle arrest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

으며, 산화  스트 스를 통하여 항암작

용을 나타내는 cisplatin과 半枝蓮으로 

인한 HeLa cell의 apoptosis의 진행을 완

화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다른 세포주를 이용한 山藥의 세

포보호 효과에 한 연구를 통하여 山藥

의 항산화 작용에 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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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22)를 종합하여 볼 때 山藥의 농

도에 따라 apoptosis가 유발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향성의 작용을 보임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山藥이 단일성분

이 아닌 여러 가지 성분들로 이루어진 

복합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나 이

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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