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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tamin E has been a generic term for all tocopherol and tocotrienol derivatives. The most active form of vitamin E 
isoforms in vivo is regarded to be α-tocopherol which is the only form defined as vitamin E in the US Food and Nutri-
tion Board, causing controversy over setting dietary reference intake (DRI) of vitamin E. However, most of the coun-
tries other than the US maintain the original concept that all isoforms are accepted as vitamin E but with different bio-
potency. The roles of the isoforms of vitamin E other than α-tocopherol have received continuous attention. Among them 
those of γ-tocopherol and α-tocotrienol have been most studied in comparison with α-tocopherol, since γ-tocophe-
rol comprises major form of vitamin E in many plant seeds and those of the both vitamin E have been implicated in 
unique physiological functions. This review summarizes findings that have led a better understanding of vitamin E 
absorption, transport, tissue storage and various functions common and specific to vitamin E isoforms focusing α- and γ- 
tocopherol as well as tocotrienols. It is expected to help redefining vitamin E and setting its DRI for Koreans. (Korean J 
Nutr 2010; 43(3): 303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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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타민 E는 α, β, γ, δ, 4가지 형태의 토코페롤과 역시 

같은 4가지 형태의 토코트리엔올을 총칭하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다 (Fig. 1). 토코페롤들은 식물의 종실이나 녹색 

옆채소에 존재하여 종실유가 주요 급원식품이 되고 있다. 

그러나 β-토코페롤은 곡류에서 소량 발견되며 식물성 유지

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토코트리엔올은 야자열매와 같

은 특정식물이나 수종의 곡류의 겨와 배아 부위에 존재한

다 (Table 1).1-3) 비타민 E의 대표적인 기능은 항산화작용

으로 활성산소에 의하여 야기되는 지질의 손상을 억제하는 

역할로 잘 알려졌다. 비타민 E연구의 대부분이 α-토코페롤

을 사용하여 조사되어 α-토코페롤의 효능이 비타민 E의 기

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염증 조절 및 

여러 가지 생화학적 기능과 질병 예방 측면에서는 다른 형

태의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엔올의 효능이 α-토코페롤에 비

견할 만하거나 또는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현재까지 

사용하던 비타민 E의 biopotency-산화 억제-평가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00년도 이후 세계적으로 영양소들에 대한 섭취기준이 

종전의 단일 기준인 영양권장량에서 식사섭취기준 혹은 영

양섭취기준 [Dietary Reference Intakes (DRI), Refer-
ence Values for Nutrient Intakes, (Dietary) Nutrient Re-
ference Values] 내에서 기본적으로 4가지 구성요소-평균

섭취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및 상한섭취량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영양소 별로 기준섭취량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의 비타민 E에 대한 평균섭취량과 권장섭취량을 제

정함에 있어 비타민 E의 활성을 갖는 형태로 2R-stereoiso-
mer의 α-토코페롤만을 비타민 E로 인정하였다.4) 일본과 필

립핀에서 이러한 미국의 관점을 수용하였으나 대부분의 다

른 나라에서는 종전과 같이 8종 화합물을 모두 비타민 E로 

인정하고 충분섭취량으로 정하고 있다. 2010년 한국인 비

타민 E 영양섭취기준을 개정함에 앞서 비타민 E의 형태별 

특성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타민 E의 여덟 가

지 형태에 대하여 연구가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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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연구가 많이 된 α-토코페롤과 대비하여 γ-토코페롤과 

여러 형태의 토코트리엔올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바를 

정리하고자 한다.  
 

알파 (α)-토코페롤 
Table 1에 나타나 있듯이 α-토코페롤은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 중에서 주 형태가 되지만 식물성 유지에서는 

올리브유와 미강유을 제외하고 주형태는 되지 못한다. 그러

나 in vivo에서 지질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기능면에서 

효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영양학적 의의가 크다. 비

타민 E 보충제에 함유된 형태도 거의 모두 α-토코페롤의 

유기산염 (acetate 혹은 succinate)이며 대부분의 비타민 

E 섭취 연구가 화학적으로 안정한 α-토코페롤 아세테이트

를 사용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보충제에 함유된 α-토
코페롤은 유기합성된 것으로 all rac형이며 Fig. 2에서 보

여 주는 바와 같이 4종의 2R-형 (RRR- RSR-, RRS-, RSS-)
과 4종의 2S- (SRR- SSR-, SRS-, SSS-; 종전의 l-)형의 혼합

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d-형 (2R-)의 α-토코페롤과 차이가 

있다. 2000년도에 미국 Food and Nutrition Board (FNB)

에서 활성형의 비타민 E로 인정한 형태는 d-α-토코페롤형 

뿐으로 4종의 2R-(RRR- RSR-, RRS-, RSS-)형이다.4) 
 

흡  수 

α-토코페롤은 지방과 같이 담즙산염과 미셀을 형성하여 

소장 상부에서 흡수된다. 비타민 E 보충제에 함유된 토코

페롤 아세테이트는 반드시 췌장의 esterase에 의하여 가수

분해되어야 하므로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 흡수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흡수에 있어서 α-토코페롤은 다른 형태의 토

코페롤에 비하여 친유성이 높아 (lipophilic) 같이 섭취하는 

지방량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식사에

서 지방 섭취량을 변화시키면서 동위원소로 표지된 α-토코

페롤 아세테이트6,7) 일정량을 섭취시켰을 때 혈장 내 α-토
코페롤 (Fig. 3의 d6-α-T) 함량이 지방양의 증가와 함께 상

승하는 것을 잘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 matrix가 

영향을 미쳐서 같은 양을 capsule로 섭취할 때 보다 식사

에 포함될 때 흡수가 높으나6,8) 개인 간의 차이가 매우 커서 

보충제로 섭취시에도 흡수율이 20%에서 80%까지 증가할 

수 있다.9) 이러한 개인 간의 차이는 소장세포내로 α-토코페

롤을 이동하는데 세포막에 존재하는 scavenger receptor 

class B type I (SR-BI)가 역할을 하므로10) SR-BI 유전자 

polymorphism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소장세포 내로 유입된 α-토코페롤은 원형질 내에서 chy-
lomicron (CM)에 유입되어 림프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

졌다. 토코페롤은 세포 내에서 CM에 유입되기 전에 주요 

부위는 주로 소포체막에 존재하며 vesicle을 형성하여 CM

으로 유입된다. CM 중성지방의 구성에서 oleic acid의 함량

도 비타민 E의 CM 유입에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졌다.11) 

이렇게 토코페롤은 지방과 함께 흡수되므로 abetalipopro-
teinemia 환자나 CM retention 환자에서 혈장 비타민 E가 

낮아 결핍 수준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CM 결핍 환자에게 

토코페롤 보충제를 투여하여 비타민 E 결핍이 완화되었다

Table 1. Vitamin E contents in fats and oils (mg/100 g) 

Tocopherol Tocotrienol 
 

α γ δ α β γ δ 

Animal fats1)        
Lard 01.0 000.1      
Butter 04.0 000.3      
Tallow 02.0 000.2      

Plant oils        
Soybean2) 10.2 061.2 18.2     
Corn2) 17.7 033.9 01.3     
Olive2) 13.8 000.3 -     
Rapeseed2) 14.5 027.1 00.9     
Rice bran2) 17.6 017.4 -     
Sesame seed3) - 423.6      
Palm1) 21.2 - 04.5 9.1 2.1 19.3 4.5 

 
Sources: 1) Adapted from, Ref.1) 2) Ref.,2) 3) Re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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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토코페롤이 CM 의존 경로 외의 다른 흡수 경로도 

존재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소장세포에서 비타민 E

는 HDL로 유입되어 문맥으로 흡수되는 것이 보고되었으며 

이때 콜레스테롤 흡수에 관여하는 ABCA1-transporter가 

작용하며 이 경로로 유입되는 토코페롤의 양은 식이지방 섭

취와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 
 

이동 및 cellular uptake 

혈액에서 혈장 지단백질에 의하여 α-토코페롤이 이동되므

로 혈장 α-토코페롤 수준이 혈장 지질과 상관성이 매우 높

다. 토코페롤은 주로 LDL과 HDL에 의하여 이동되며 VLDL

이나 다른 지단백질에 의한 이동량은 20% 미만이지만 보

충제 섭취시에는 혈중 총 α-토코페롤양의 1/3까지 증가하기

도 한다. Chylomicron (CM)이나 very low density lipopro-
tein (VLDL)과 같이 중성지방이 많은 지단백질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형태의 비타민 E는 lipoprotein lipase (LPL)에 

의하여 지단백질 중성지방이 분해되어 조직으로 유입될 때 

같이 빠르게 조직으로 들어간다. LPL의 작용을 받고 남은 

CM remnant에 함유된 비타민 E는 간으로 유입된다 (Fig. 

4A). 간, 지방과 근육조직에 유입되는 총 비타민 E의 양이 

상당하다. 이 과정에서 α-토코페롤이 다른 형태의 비타민 E

에 비하여 유입 정도가 더 높다고는 볼 수 없고 LPL의 작

용이 여러 형태의 비타민 E를 조직으로 유입에서 가장 영

향이 있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CM 내의 비타민 E가 조직 

세포 내로 유입되는 것은 LPL에 의해 지단백질 중성지방

의 가수분해하여 생성된 지방산과 같이 세포 내로 들어오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LPL이 세포막과 결합하여 토코페롤 

CH3 H3C 

CH3 

HO 

CH3 

O 

2R 

CH3 

H 
H 

CH3 

CH3 

H3C 

RRR 

H3C 

HO 

H3C 
CH3 

O CH3 RSR 

H3C H H CH3 
CH3 

CH3 

H3C 

HO 

H3C 
CH3 

O CH3 

H 

RRS 

CH3 
H3C H CH3 

CH3 

H3C 

HO 

H3C 
CH3 

O CH3 RSS 

H3C H H3C H CH3 

CH3 

H3C 

HO 
CH3 

CH3 
2S 

O 

CH3 
H CH3 

H CH3 

CH3 

CH3 

SRR 

SSR 

SRS 

SSS 

H3C 

HO 
CH3 

CH3 

O 

CH3 
H3C H H CH3 

CH3 

CH3 

H3C 

HO 
CH3 

CH3 

O 

CH3 
H CH3 

H3C H CH3 

CH3 

H3C 

HO 
CH3 

CH3 

O 

CH3 
H3C H H3C H CH3 

CH3

2R-Stereoisomers of α-Tocopherol  
maintained by humans 

2S-Stereoisomers of α-Tocopherol  
 not maintained by humans 

Fig. 2. Structures of tocopherols and
tocotrienols (A) and all rac-α-to-
copherols (B). Source. 4) 

Pl
as

m
a 

α
-to

co
ph

er
ol

 (
μ

m
ol

/L
) 

30

10

1

0.1

21% fat: d0-α-T 
06% fat: d0-α-T 
00% fat: d0-α-T 

21% fat: d6-α-T 
06% fat: d6-α-T 
00% fat: d6-α-T 

0        12       24       36       48       60       72 

Time (h) 

Fig. 3. Plasma labeled α-tocopherol time course.7) The partici-
pants (n = 5) ingested vitamin E-fortified apples (22 mg d6-α-
tocopherol/serving) after a breakfast that contained 0%, 6%, or
21% fat (percentage of total kcal). Each trial was separated by
a 2-wk washout period. Plasma d6-(labeled) and d0-(unlabel-
ed) α-tocopherol(-T) concentrations (± SE; analyzed by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are shown at each time
point for each trial. 



 
 
 
 
 

한국영양학회지(Korean J Nutr) 2010; 43(3): 304~314 / 307 

이동의 가교의 역할이라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12) CM에 

존재하는 α-토코페롤은 다른 형태의 비타민 E와 함께 high 

density lipoprotein (HDL)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혈

청지단백질로 이동하기도 한다. 

간으로 유입된 비타민 E는 간에서 생성되는 VLDL에 함

유되어 혈액으로 나오고 역시 LPL의 작용을 받은 후 low 

density lipoprotein (LDL)에 남아 있다가 간 외 조직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CM에서와 같이 HDL로 이동하기도 하는

데 간에서 VLDL로 방출되는 비타민 E는 주로 α-토코페롤

이다 (Fig. 4B).13) 이는 간 세포 내에서 VLDL 합성시 α-토
코페롤이 다른 형태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영입되기 때문이

며 간세포에 존재하는 α-토코페롤 이동단백질 (α-tocophe-
rol transfer protein; α-TTP)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알려졌다.14,15) 즉, α-TTP가 여러 형태의 토코페

롤 중 α-토코페롤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VLDL에 이전해 

준다는 것이다.15) 간 조직을 포함한 여러 조직-심장, 뇌, 소

장세포에 α-TTP 외에도 토코페롤을 결합하는 단백질로 cel-
lular retinaldehyde binding protein16)과 tocopherol 결합 

단백질17)이 알려졌으나 기능과 기여도에 대하여 연구가 더 

필요하다. 

간 생성 VLDL로부터 혈액 내에서 생성된 LDL은 혈 중 

α-토코페롤은 주요 운반체이며 LDL receptor에 의하여 

LDL이 세포내로 endocytosis 기전으로 유입될 때 세포 

내로 들어간다. Fibroblast LDL receptor (LDLR)의 유전

적 결함이 있는 환자에게서 세포내로 α-토코페롤 유입이 원

활치 못하였다.18) 반면 LDLR이 결핍된 고콜레스테롤혈증 

토끼에서는 혈 중 α-토코페롤 clearlance가 감소하였지만 

부신의 α-토코페롤의 양의 큰 감소가 없고 근육과 신장의 

α-토코페롤 양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19) 같은 조건의 생쥐

에게서도 뇌의 α-토코페롤 양의 변화가 없었다.20) 더 나아

가 LDLR이 결핍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환자에게서도 α-

토코페롤 결핍증세를 볼 수 없어 LDLR이 세포 내 α-토코

페롤 유입에 절대적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부가적인 경로로 

LDLR receptor superfamily에 해당하는 단백질들이 이를 

대신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HDL이 SR-BI receptor를 

통하여 조직으로 α-토코페롤을 유입시키는 것이21) 중요 기

전으로 보인다. 이는 SR-BI 결핍 생쥐에서 혈장 α-토코페

롤이 증가하고 뇌, 폐, 생식기에 함량이 감소한다는 결과들

이20) 뒷받침해 주고 있다. SR-BI receptor에 의한 α-토코

페롤 유입은 특히 폐와 뇌 조직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

고 폐암의 억제와 Alzheimer와 같은 뇌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  사 

체내에서 토코페롤은 혈장과 간조직에 유동성이 높은‘la-
bile’ pool로 존재하지만 체내 함량의 90%는 지방조직에서 

소위‘fixed’ pool을 이루며 있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지

방조직의 저장량은 식사로 상당 기간 공급이 되지 않아도 감

소량이 적다.22) 식사에 섭취하는 토코페롤 중 γ-형이 α-형
에 비하여 많지만 지방조직에 α-토코페롤이 더 많이 존재

한다. 토코페롤 섭취와 지방조직에 존재하는 토코페롤 함량 

관계를 조사한 결과 α-토코페롤의 섭취와 지방조직의 함량

은 비례관계가 잘 성립되지 않았다.23) 

α-토코페롤은 체내에서 radical scavenger로서 자신은 to-
copheroxyl radical로 전환되고 이는 ascorboate와 gluta-
thione계에 의하여 재생된다. 그러나 재생되지 못한 tocophe-
roxyl radical은 tocopheryl quinone으로 전환된 후 글루

쿠론산과 포합하여 대변으로 배설되며 소량 (식사 비타민 E

의 약 1% 정도)은 α-tocopheronic acid와 α-tocopherono-
lactone으로 전환되어 소변으로 배설된다.24) 담즙에 영입되

는 비타민 E의 주요 대사 산물은 carboxyethlyhydroch-
roman (CEHC)으로 비타민 E의 phytyl 꼬리가 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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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chrome P450계에 의하여 수산화된 후 ω-산화되어 생

성된다 (Fig. 5). 이 CEHC는 글루코론산 뿐 아니라 황산

과도 conjugate를 이루어 주로 대변으로 배설되며 소변으

로도 배설된다. 
 

기  능 

α-토코페롤의 체내 기능은 항산화 작용과 생화학적 측

면의 작용으로 대분할 수 있다. 항산화작용은 잘 알려진 대

로 free radical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것이다. 주로 작용

하는 부위는 세포막과 지단백질 표면으로 구성 인지질 다

불포화지방산 (PUFA)에서 생성되는 peroxyl radical의 

포획자 (scavenger)로서의 역할을 한다. 세포막에 존재하

는 비타민 E와 PUFA의 비율이 1 : 850로 낮아도 세포막 

PUFA가 잘 보호될 정도로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의 효

율은 매우 높다. 이렇게 높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산

화된 비타민 E가 glutathione과 비타민 C로 구성된 재생 

기전에 의하여 빠르게 원래 상태로 돌아 올 수 있기 때문

이며 또 다른 이유는 비타민 E의 turnover가 매우 느리

기 때문이다. 비타민 E 부족으로 발생하는 임상증상은 조

직 세포막 지질 과산화가 촉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지질과산화 biomarker들-혈장이나 소변의 TBARS, 

malondialdehyde, conjugated diene, F2-isoprostane 및 

호흡에서 호기 중의 pentane, ethane 등-이 비타민 E 부

족 지표로서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 물질들의 농도 변화는 

비타민 E의 섭취 뿐 아니라 항산화영양 전체와 관련이 되

어 있어서 비타민 E 섭취기준을 결정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생화학적인 면에서 알려진 α-토코페롤의 작용 중 하나는 

protein kinase C (PKC)활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민무늬 근

육, 혈소판, 단핵구 등에서 관찰되었다. 이 작용은 PKC 활

성에 필요한 diacylglycerol이 세포막에 유리되는 것이 지

연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혈관내피 세

포에서 여러 종류의 cell adhesion molecule들-ICAM-1, 

VCAM-1의 발현을 억제하므로서 단핵구가 혈관 내피세포

에 부착되는 것을 억제한다. 또한 염증을 촉진하는 IL-1β, 

IL-8 등의 cytokine 및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1과 C-reactive protein의 분비도 억제하며 이는 PKC 뿐 

아니라 5-lipoxygenase와 cyclooxygenase-2의 활성을 저

해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25) 

항산화능 및 상기 생화학적 기능으로 α-토코페롤이 심순

환질환, 백내장 발생 억제가 주장되어 왔으며 이에 부가하

여 signal transduction 조절 기능26)으로 암 발생 억제 효과

도 보고되었으나 이 질환의 발생 요인이 다양하여 α-토코

페롤의 효과로만 단정 짓기는 어렵다. 
 

감마 (γ)-와 기타 토코페롤 
비타민 E의 종류가 8종 중에서 α-토코페롤이 활성이 가

장 높고 시판되는 비타민 E 보충제의 성분이지만 자연식품

에서 가장 많이 섭취되는 형태는 γ-토코페롤이다. 우리나라

의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27)에서 20~49세의 사람들

의 식품섭취자료와 식품의 영양성분 DB 구축사업 (2차년

도 비타민 분석) 결과3)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α-
토코페롤과 γ-토코페롤의 1일 섭취량을 환산한 결과 5.6 

mg과 14.2 mg으로 γ-형이 α-형의 2.5배 이상이었다. 이 섭

취량은 식품의 토코페롤 database가 완벽하지 않아 다소 

낮게 산정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γ-형 섭취가 α-형 섭취

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겠다. 이는 토

코페롤의 주요급원인 식물성 유지의 γ-형 함량이 α-형 함

량에 비하여 대두유는 3.4배, 옥수수유는 5.6배, 그리고 참

기름은 γ-형이 100%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토코페롤의 형태에 따른 흡수율의 차이는 γ-형이 α-형의 

85% 수준으로 흡수에 있어서 γ-형이 α-형에 비견할 만하

다는 것은18) 체내에서 γ-형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하다. γ-토코페롤은 흡수되어 소장에서 생성되는 CM 등

의 지단백질로 체조직으로 이동은 용이하나 간조직으로 유

입된 후 VLDL에 영입되기 위하여 α-TTP에 결합되는 정도

는 α-토코페롤의 9%에 불과하지만28) 전혀 없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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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인체 내에서 γ-토코페롤의 혈 중 농도는 α-토코

페롤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20% 미만으로 낮으나 심장, 신

장 등 주요조직에서 γ-토코페롤 함량이 α-토코페롤의 30~ 

40%에 달하고 지방조직에서는 50%까지 달하며 근육조직

에는 두 가지 형태가 비슷한 양으로 존재하고 피부조직에는 

γ-토코페롤이 α-토코페롤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보고되

어 (Table 2)29) 각 조직에서의 γ-토코페롤의 기능이 예상된

다. 특히 지방조직의 γ-토코페롤 함량은 섭취량과 비례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타민 E를 결핍시킨 쥐에게 α-토코

페롤 단독으로 20 mg, 2배의 γ-토코페롤 (40 mg)과 함께 

2주간 섭취시키면서 혈장과 각 조직의 두 토코페롤의 함량

을 조사해 본 결과 모든 조직에서 α-토코페롤의 함량은 γ-
토코페롤의 부가적인 첨가에 관계없이 거의 같았으나 γ-토
코페롤을 첨가하였을 때 혈장, 신장, 간, 및 폐에는 γ-토코

페롤 함량이 α-토코페롤의 14~18%였고, 근육. 심장, 비장, 

지방조직으로 γ-토코페롤의 함량이 증가되어 지방조직에는 

36%였다.30) 같은 연구에서 γ-토코페롤을 3배로 증가시켰을 

때 모든 조직에서 증가하여 α-토코페롤의 20~61%에 이르

렀다. 이 연구에서 쥐에게 섭취시킨 α-와 α-토코페롤 양의 

비율은 일반적인 식사에서 섭취되는 비율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생쥐에게 α-와 γ-tocophe-
rol을 각각 30 mg/kg과 9 mg/kg을 주었을 때 지방조직과 

피부조직에 두 토코페롤의 함량이 섭취량과 비례하였다.31) 

그러나 정상식사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α-토코페롤을 보충제

로 다량 (400 IU) 복용하게 하였을 때 혈중 α-토코페롤은 

200~400% 증가하였으나 혈 중 γ-토코페롤은 초기의 30~ 

50%로 감소하여 일반적인 α-토코페롤 영양제가 체내 γ-토
코페롤을 고갈시키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2) γ-토
코페롤도 α-토코페롤과 같이 대사되어 α-토코페롤의 대사

산물인 α-CEHC 대신 γ-CEHC를 생성한다. 그런데 α-토
코페롤을 다량 섭취하면 혈 중 γ-토코페롤이 감소되며 γ-
CEHC의 배설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32,33) γ-토코페롤의 대

사가 항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체 실험에서도 동량의 α-
와 γ-토코페롤을 공급한 경우 γ-토코페롤이 훨씬 빠른 속도

로 대사되어 γ-CEHC의 생성과 배설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34) 

α-토코페롤에 비하여 γ-토코페롤은 분자구조상 chroma-
nol 핵의 C-5 위치에 전자 공여능을 갖는 methyl기 없어 

항산화능이 약하여 적혈구 용혈 억제 효과가 α-토코페롤의 

10% 정도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체내에서 반응성이 강

한 질소 화합물과 결합을 용이하게 해 주는 것으로 Cooney 

등의 연구35)에서 산화질소 독성 해소에 γ-토코페롤이 α-토
코페롤에 비하여 훨씬 효과적임을 보여 주었다. 즉, γ-토코

페롤은 체내에서 독성이 강한 이산화질소를 산화질소로 환

원시키거나 그대로 결합하여 5-nitro-γ-토코페롤을 형성하

여 무독화하므로서36) 이산화질소에 의한 염증 촉진, 단백질, 

지질 및 DNA 손상을 억제시킬 수 있다. 반응성이 강한 산

화질소 종은 흡연자의 체내에 상당히 증가되어 있어 γ-토
코페롤 보충시 흡연에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 보호할 수 가

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체내 비타민 C 절약작용을 기대

할 수 있다. 

γ-토코페롤의 민무늬 근육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는 α-토
코페롤과 같이 protein kinase C의 활성의 저해이며 항산

화활성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γ-토코페롤

과 그 대사물인 γ-carboxyethyl-hydroxychraman (γ-
CEHC)는 항염증 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었다.37) γ-CEHC은 

간에서 생성되는 친수성을 가진 물질로서 인체 혈장 농도가 

50~100 nmol/L이며 소변으로 배설될 때는 글루쿠론산과 

복합체를 이루며 배설량은 4~22 μmol/L로 보고되었다.24) 

γ-토코페롤과 γ-CEHC의 항염증 작용은 cyclooxigenase-
2 활성 저해로 인하여 prostaglandin (PG)E2 합성이 저해

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작용은 α-토코페롤에 비하여 더 현저

하였다.37) 

만성 질환의 주요 발생 요인인 산화 스트레스의 해소에 

Table 2. Concentrations of α- and γ-tocopherol in the plasma and tissues of human and rodents 

Human1) Rat and mice2) 
 

γ-tocopherol α-tocopherol γ-tocopherol α-tocopherol 

Plasma (μmol/L) 2-7 15-20 1.3-1.7 7.2-13.0 
Liver (nmol/g) - - 4.5-5.3 30.0-33.4 
Adipose (nmol/g)3) 176 ± 80 440 ± 279 29.5 ± 4.1 79.8 ± 6.9 
Muscle (nmol/g) 107 155 ± 163 3.6-5.6 15.1-22.7 
Skin (nmol/g)4) 180 ± 89 127 ± 74 3.0 ± 2.8 8.9 ± 3.0 
 
1) Data29) 
2) Data30,31) 
3) Data for rodents30) The animals were fed diets with a ratio of γ- to α-tocopherol of 2 : 1, 40-60 and 20-30 mg/kg, respe-ctively 
4) Data for rodents31) These mice were fed a diet containing 30 mg α-tocopherol/kg and-9 mg/kg γ-tocopherol/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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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γ-토코페롤의 효과

가 α-형 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흰쥐에게 1일 

100 mg/kg 체중의 γ-토코페롤 급여하였을 때 흰쥐의 혈소

판 응집과 동맥 thrombogenesis 억제 효과가 α-형 보다 우

수하였고 superoxide 이온 생성과 지질 과산화 억제도 더 

우수하였다.38) 뿐만 아니라 γ-토코페롤 투여는 혈장과 동맥

조직의 superoxide dismutase 활성과 동맥조직의 두 종류

의 효소 (망간과 구리/아연 특이성)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

시켰다.39) α-토코페롤에 비하여 적지만 γ-토코페롤의 인체

에서 심순환계 질환의 억제 효과도 보고되었다. Ohrvall 등40)

은 심순환계 질환자의 혈장 γ-토코페롤 수준이 정상인 보다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국가간의 비교 연구에서 혈장 γ-토코

페롤 수준이 낮은 리튜아니아인의 심장병 사망률이 혈장 γ-
토코페롤 수준이 높은 스웨덴인에 비하여 25%나 높다고 

보고하였다.41) 또한 3만명 이상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한 

7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식사에서 γ-토코페롤을 많이 섭취

한 사람이 α-토코페롤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들에 비하여 심

장병으로 인한 사망이 더 낮았음을 보여 주었다.42) 동물을 

사용한 대장암 억제 연구에서 γ-토코페롤 함량이 57%에 달

하는 토코페롤 혼합물이 colon adenoma를 감소시켰으며 

이는 PGE2, leukotriene B4 및 nitrotyrosine의 감소를 

수반하여43) 위에 서술된 cyclooxygenase의 활성 변화와 

이산화질소 제거가 주요 기전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암 발생 억제에서도 γ-토코페롤은 α-토코페롤의 효

과와 비교하여 연구되었으나 그 결과가 서로 엇갈리고 있

다. Helzlsouer 등44)에 의하면 α-와 γ-토코페롤 섭취가 높

은 사람들 (hihgest quintile)에게서 섭취가 낮은 사람들 

보다 유의적으로 전립선 암이 낮았으며그 효과는 γ-토코페

롤에서 더 확연하였다. 그러나 폐암에서는 α-토코페롤 효과

가 γ-토코페롤 섭취 효과 보다 우수하였다.45) 
 

토코트리엔올 
비타민 E에 대한 연구에서 토코트리엔올에 대한 연구는 

토코페롤에 대하여 훨씬 못 미쳐 1% 정도에 불과할 정도

로 적다. 연구가 적은 것이 토코트리엔올을 함유하고 있는 

주요 식품인 팜유와 rice bran oil의 생산과 소비가 세계적

으로 볼 때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토코트리엔올의 연구는 주로 말레지아산 팜유를 중심으로 

세계 연구진을 통하여 상당히 수행되어 왔으며 여러 종류

의 토코트리엔올을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토코트리엔올의 흡수는 토코페롤과 별로 차이가 없어 쥐를 

사용한 실험에서 α-토코트리엔올의 bioavailability가 27.7% 

내외로 α-토코페롤에 비견할 만 하거나46) 장내에서 림프로 

흡수하는 정도가 α-토코페롤 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47) 그러나 γ-및 δ-토코트리엔올의 경우 bioavailabi-
lity가 α-형의 1/3 수준이었다.46) HepG2 세포를 이용한 실

험에서는 토코트리엔올의 최종 대사 산물이 토코페롤의 대

사산물과 같이 α-, γ-형태에 따라 각각 α-CEHC, γ-CEHC

로 분석되었으며 토코페롤에 비하여 빨리 대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8) 인체 혈장에 존재하는 토코트리엔올의 농도는 

α-형이 0.7~1 μmol/L, β-형이 0.3~0.4 μmol/L이며 γ-와 

δ-형은 0.1 μmol/L 이하로 낮았으나 4주 동안 200 mg의 

γ-토코트리엔올의 보충 후에 토코페롤이나 α-토코트리엔올

의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0.5 μmol/L 정도로 상

당히 증가하였다.49) α-와 γ-토코트리엔올을 각각 쥐에게 경

구 투여하였을 때 지방조직, 피부, 심장, 근육 등에서 거의 

모든 조직에서 발견되었다.50) 같은 실험에서 α-토코페롤을 

동시에 공급하였을 때 α-토코트리엔올의 조직 내의 농도가 

감소하고 대사물인 α-CEHC도 증가하였으나 γ-토코트리엔

올의 조직 내의 농도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γ-CEHC의 증가

도 없어 γ-토코트리엔올은 토코페롤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동시에 피하지방 조직의 과산화지표인 thiobar-
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의 농도가 α-
토코페롤 단독 투여에 비하여 γ-토코트리엔올과 복합 투여

하였을 때 유의하게 감소하여 조직 내의 γ-토코트리엔올의 

농도 유지에 따른 부가적 효과가 α-토코트리엔올과 다름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임신한 암쥐에게 α-토코트리엔올을 α-
토코페롤과 함께 2주간 경구 투여하였을 때 암쥐의 뇌와 

새끼 쥐의 α-토코트리엔올의 축적을 볼 수 있었으며 새끼 

쥐에서의 축적이 유의적으로 높았을 뿐 아니라 이에 상응

하여 발현하는 유전자들을 확인하였다.51) 

토코트리엔올의 건강 증진 효과는 심순환계 질환 억제, 항

암 및 신경보호 작용으로 요약되며 이 중 후자의 작용은 α-
나 γ-토코페롤에서 비하여 차별화된 역할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효과에 항산화 작용이 기본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외의 작용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토

코트리엔올의 항산화능을 liposome을 사용하는 in vitro계

에서 토코페롤과 비교할 때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만52) in vivo에서는 같거나 더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47) 

이는 γ-토코페롤을 α-토코레롤과 비교했을 때와 마찬가지

로 in vivo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흡수와 대

사 등에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심순환계 질

환 예방에 대한 기전으로 LDL 산화 억제53)에 추가하여 α-
토코트리엔올은 콜레스테롤 합성의 율속효소인 3-hydroxy-
3-methylglutaryl CoA reductase (HMGR)의 활성을 낮

추는 작용이 있다.54) 토코트리엔올에 의한 HMGR의 활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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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 statin계 약물과 같은 효소의 경쟁적 저해제가 아니라 

HMGR mRNA의 translation 효율을 낮추고 HMGR 단백

질 분해를 촉진하므로서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었다.54) 이에 

부합되게 Quershi 등52)은 rice bran이나 토코트리엔올 섭

취로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

면 Mustard 등49)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러

한 차이는 대상자들의 콜레스테롤 및 에너지 섭취량과 α-토
코페롤 섭취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Quershi 등55)은 미국심장학회의 Step-1 diet을 기준으로 

하여 토코트리엔올을 하루 24 mg에서 200 mg으로 단계

적으로 섭취시키는 연구를 통하여 혈청 콜레스테롤이 감소

함을 재입증하였다. 토코트리엔올도 α-토코페롤과 같이 VC-

AM-1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α-토코페

롤의 1/10의 농도에서 동일한 효과를 보일 만큼 탁월하다

고 보고되었다.56) 이 연구에서 토코트리엔올 중에서는 δ-형
의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반면 

심순환계의 주요 위험인자인 혈압에 영향을 주는 eNOS 

(nitric oxide synthetase) 활성에는 γ-토코트리엔올의 효

과가 더 좋아서57) 여러 형태의 토코트리엔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장순환계 질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으로 인하여 암 발생 억제 가능

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인체 연구에서 세포연구에서와 같이 

분명한 결과를 보이는 연구는 적다. 비타민 E 형태별로 암

세포 증식 억제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토코트리엔올에 의한 세포성장 억제 효과다.58) 이 연구에서 

여러 단계의 유방암 상피세포를 5일간 배양하며 세포 증식 

억제를 조사한 결과 토코트리엔올의 효과가 토코페롤에 비

하여 월등히 우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암세포-
암이 되기 전 (preneoplastic), 초기 (neoplastic) 및 악성 

(malignant)에 대하여 토코트리엔올의 증식 억제 효과를 토

코페롤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중요 결과는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세포 증식 억제(IC50)에 요구되는 혼합 토

코트리엔올 분획 (TRF)및 개별 토코트리엔올의 농도는 7~ 

13 μM 정도였지만 토코페롤들은 그 보다 10~20배 높은 

농도가 요구되었다. 토코트리엔올 간에도 형태별로 효과의 

차이가 있어 α형 보다 γ와 δ형이 더 높은 효과가 있은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토코트리엔올의 효과는 세포내의 DNA 

단편의 증가를 수반하였으며 cAMP 의존성 post-epider-
mal growth factor 작용을 초기에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59) 한편 Takahashi와 Loo는 γ-토코트

리엔올이 미토콘드리아 막전위를 감소시켜 cytochrome c

를 원형질로 유도함으로서 apotosome의 형성을 촉진하고 

결국 caspase에 의한 세포사멸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60) 

Mo와 Elson은 암세포의 HMGR 분해나 mRNA 발현에 토

코트리엔올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암세포 증식 억제에 관

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61) 이러한 작용은 토코페롤의 항암

작용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항산화 기능에 부가된 다른 독

립적인 기전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코트리엔올의 항

암작용은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토코트리엔올이 토코페롤과 달리 나타내는 독특한 작용

이 신경계 보호작용으로 보인다. 산화 스트레스로 유발된 세

포사멸이 신경퇴화작용의 중요원인이며 혈장 등 세포외액

에 glutamate가 증가 되면 세포내로 cystine 유입이 방해

를 받아 산화스트레스를 고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HT4 

해마신경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 glutamate로 유도되는 세

포 사멸이 nM 수준의 낮은 α-토코트리엔올에 의하여 저해

되었으며 반면 α-토코페롤은 영향이 없었다.62) 이 연구에서 

토코트리엔올의 작용은 c-Src kinase와 signal 관련 kinase

의 인산화를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

라 토코트리엔올은 12-lipoxygenase 활성화 및 Ca influx

Table 3.  Effects of Various Vitamin E Compounds on Preneopla-
stic (CL-S1), Neoplastic (-SA), and Malignant (+SA) Mammary
Epithelial Cell Growth (IC50) and Viability (LD50) (Adapted from
Ref. 58) 

Vitamin E  CL-S1 - SA + SA 

TRF IC50 0> 13 μM >00 7 μM > 006 μM 

 LD50 > 050 μM > 043 μM > 038 μM 
α-Tocopherol IC50 > 120 μM > 120 μM > 120 μM 

 LD50 > 250 μM > 250 μM > 250 μM 
γ-Tocopherol IC50 > 120 μM > 120 μM > 120 μM 

 LD50 > 250 μM > 250 μM > 250 μM 
δ-Tocopherol IC50 0> 55 μM > 047 μM >0 23 μM 

 LD50 > 250 μM > 166 μM > 125 μM 
α-Tocotrienol IC50 0> 12 μM >00 7 μM > 005 μM 

 LD50 0> 27 μM > 028 μM > 023 μM 
γ-Tocotrienol IC50 00> 8 μM >00 5 μM > 004 μM 

 LD50 0> 19 μM > 017 μM > 014 μM 
δ-Tocotrienol IC50 00> 7 μM >00 4 μM > 003 μM 

 LD50 0> 16 μM > 015 μM > 012 μM 
 
IC50 indicates treatment dose that induced a 50% growth inhibi-
tion as compared with controls over the 5-day culture period.
LD50 indicates treatment dose that induced a 50% reduction in
viable cell number as compared with controls after a 24-hr ex-
posure period. Cells in LD50 studies were grown in culture and
maintained on control media for 5 days prior to being exposed
to their respective treatments. Each treatment group contained
six replicates initially plated in 24-well plates at a density of 1 ×
105 (CL-S1) or 5 × 104 (-SA or +SA) cells/well (Adapted from
McIntyre BS, Briski KP, Gapor A, Sylvester PW. Antiproliferative and
apoptotic effects of tocopherols and tocotrienols on preneo-
plastic and neoplastic mouse mammaty epithelial cells (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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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촉진되는 세포사멸도 억제하였다고 보고되었다.63) 전통

적인 비타민 E 결핍증인 신경 징후가 비타민 E 중에서 토

코페롤 보다 토코트리엔올의 부족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큰

지 여부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적은 양의 토코트리엔올의 중

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맺 음 말 
 

비타민 E의 영양섭취기준을 제정하는데 주요 쟁점의 하나

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종전에 인정하던 토코페롤과 토

코트리엔올 형태들을 그대로 다 인정할 지와 미국에서 주

장하는 d-α-토코페롤만 인정할 지의 여부다. 미국의 주장대

로 d-α-토코페롤만 인정한다면 종전의 비타민 E로 인정받

던 다른 형태의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엔올은 생리활성 성분

으로 그 위상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α-토코페롤과 

유사한 구조로서 α-TTP와 친화력은 낮지만 결합을 한다는 

것, 사람들의 식사에서의 섭취량 및 조직 내의 보유 함량이 

α-토코페롤와 비견할 만큼 상당량이며 항산화기능과 생화

학적 기능을 공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타민 E에서 제

외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비타민 E biopo-
tency를 적혈구 용혈 억제능이라는 단일 지표를 사용하여 

γ-토코페롤은 α-토코페롤의 10%, 토코트리엔올은 5~30%

로 낮게 평가되어 왔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이것도 인정하

지 않고 있다. γ-토코페롤이나 토코트리엔올은 산화질소 화

합물의 반응성 및 염증 억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보

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따

라서 비타민 E로 인정되어 온 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엔올의 

biopotency 평가가 적혈구 용혈 억제능 뿐 아니라 새로운 

평가지표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판정될 수 있어야 되겠다. 새

로운 평가지표의 발굴을 위하여 더 많은 연구가 요망되며 

이는 비타민 E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문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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